정부조달제품

발명특허 : 0430380호
발명특허 : 0485468호
의장등록 : 0308042호

흄후드(실험실용 배기기)
Water
Air
Gas

인화성 물질 보관함

SNFH series

폐시약 처리시설 장착과 상하 슬라이딩 도어
하단에 미닫이 방식 적용 및 면풍속 제어가
가능한 흄후드
▶▷ 내부 재질을 페놀 라미네이트 적용으로 내화학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반 영구적임
▶▷ 풍속제어용 콘트롤러 적용으로 풍속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설정값 이하시 경보음 발생
▶▷ 폐시약 처리 시설을 장착하여 실험 후 안전하게
폐시약 처리
▶▷ 하부공간에 안전케비넷을 적용하여 산용매, 인화성
유기화합물 등을 보관하는데 유용함
▶▷ 상하 슬라이딩 도어 하단에 미닫이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의 용이성과 면풍속에 영향을 적게 함

폐시약 보관함

▶ 정부 조달청 제3자 단가
품

명

배기기
(흄후드)

모델명

G2B분류번호

G2B식별번호

계약 단가

SNFH-1000
SNFH-2011

41103502

23067289

￦ 3,900,000

41103502

23067290

￦ 4,100,000

SNFH-2012

41103502

23067291

￦ 4,700,000

흄후드(실험실용 배기기)
▶▷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 사용하며, 하단에 편리한
수납공간을 채택

SFHN series

SSFH series

▶ 정부 조달청 제3자 단가
품

명

배기기
(흄후드)

모델명

G2B분류번호

G2B식별번호

계약 단가

SFHN-1000

41103502

20921434

￦ 2,500,000

SFHN-2011

41103502

20921433

￦ 2,840,000

SFHN-2012

41103502

20921211

￦ 3,250,000

SSFH-1000

41103502

22427939

￦ 2,376,000

SSFH-2011

41103502

22427937

￦ 2,772,000

SSFH-2012

41103502

22427938

￦ 3,1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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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제품

특허청장 표창
특허기술대전은상

유럽공동체마크

ISO 14001
인증획득

정부조달계약제품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우수제품마크
(GQ)인증 획득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국제발명
특허전 동상

ISO 9001
인증획득

우수산업디자인
(GD)상품선정

벤처기업 선정

국내최초로 약품분리보관이 가능한

허
특
명

발

제품!!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
▶▷사용자

중심의 안전설계

저소음의 강력 Sirocco Fan 장착으로 작동시 소음을
최소화 분리형 스타일로 각각 문을 부착, 잠금장치에 의해
반·출입의 통제가 가능.
▶▷내부식성

설계

내부를 ABS 사출성형을 채택하여 부식을 방지.
▶▷DUCT

배기식 환기 시스템

DUCT를 통해 시약장 내의 냄새 및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기시키며,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
▶▷독립

공간에 분리 보관

Glass 및 Dark형으로 독립된 각각의 공간에 독극물, 산성,
알칼리성, 휘발성 등의 시약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항)
SWN-2003A (저온실 1Room)

SWN-2003

SWN-2004A

SWN-2004

SWN-2005

밀페형 환기식 시약장 (저온실 1Room)

SWN-2001

SWN-2002

밀페형 필터식 시약장 (필터식)

▶ 정부 조달청 제3자 단가
정부물품번호

품

명

66401880316
66401880316
66401880601
66401880317

약품장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모델명

G2B분류번호

G2B식별번호

계약 단가

SWN-2003

56122002

20451720

￦ 4,721,500

SWN-2003A

56122002

20878255

￦ 5,842,500

SWN-2004

56122002

20479235

￦ 3,059,000

SWN-2004A

56122002

20878254

￦ 3,990,000

66401880602

SWN-2005

56122002

20479196

￦ 2,441,500

66401880316

SWN-2001

56122002

22303429

￦ 4,350,000

SWN-2002

56122002

22303242

￦ 3,200,000

66401880316

약품장
(밀폐형 필터식 시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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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약품 보관 시약장
특허 제 10-1795341호
▶▷ 폐시약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냄새를 강제 배기
시킴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 폐시약 처리 공간과 저장 공간이 상하로 분리 되어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임
▶▷ 저소음의 강력 시로코 팬 장착으로 소음을
최소화함
▶▷ 상·하부에 잠금장치를 장착하여 반·출입의 통제
가능
▶▷ 산, 알칼리, 할로겐, 비할로겐 4가지 분리
배출가능(20ℓ말통 4개 보관 가능)
▶▷ PE 재질의 폐액통 내장(UN 인증 제품)
▶▷ 폐액통 반입 반출시 편리성을 위해 레일 장착
▶▷ 도어에 감시창을 설치하여 폐액통의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
SWN-3001

폐시약 보관함
모델명

SWN-3002

가

격

SWN-3001

전화문의

SWN-3002

전화문의

SWN-3003

전화문의

SWN-3003

폐시약 안전 수거용기(20리터)
▶▷ 용기는 UN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제작
▶▷ 폐시약을 보다 안전하게 종류 및 성상별(4종)로 분리 보관
▶▷ 폐시약 수거용 안전깔대기와 말통 결합
▶▷ 가격 : 낱개 ￦ 110,000(개별 판매시 색상은 랜덤입니다)
4종 1세트 ￦ 420,000
▶▷ 깔대기 별도 판매 가능

본사
본사::경기도
경기도파주시
파주시조리읍
조리읍명봉산로
명봉산로114번길
114번길2121/ /공장
공장
및및
연구소
연구소
: 경기도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조리읍
조리읍
명봉산로
명봉산로
114번길
114번길
18 18
TEL.
TEL.031－943－1961~3
031－943－1961~3 FAX.
FAX.031－943－1964
031－943－1964 yjc8344@hanmail.net
yjc8344@hanmail.netwww.shinsaeng.com
www.shinsaeng.com

찾아보기
가
가루물질의반응/ 8,800 ………………… 534
가변저항기/ 132,000 … ………………… 261
가변저항기(소형)/ 49,500 ……………… 261
가속도,충돌,위치-운동에너지실험기/ 187,000 …… 172
가스대류상자(목제)/ 44,000 …………… 380
가스대류실험장치(일반형)/ 121,000 …… 380
가스대류실험장치(프로펠러형)/ 132,000 …… 380
가스렌지(휴대용)/ 33,000 ……………… 328
가스버너(고정식)/ 44,000 ……………… 328
가스버너(신형)/ 66,000 …………………… 27
가스버너(접이식)/ 48,400 ……………… 328
가스버너(조절식)/ 55,000 ……………… 328
가스버너(착탈식)/ 33,000 ……………… 328
가스버너(충전식)/ 88,000 ……………… 328
가스세척병/ 110,000 … ………………… 374
가스세척병(휠터부착형)/ 121,000 ……… 374
가스점화기/ 7,700 … …………………… 330
가스토치(터보형)/ 39,600 ………… 123,328
가열(석영)시험관/ 77,000 ……………… 369
가열시험관-Boro3.3/ 7,700 ………… 68,369
가열용시험관대/ 44,000 … …………… 314
가이거뮐러계수기/ 770,000 …………… 159
가지달린(가열)둥근바닥플라스크/ 33,000 …… 365
가지달린둥근플라스크/ 8,470 … ……… 365
가지달린삼각플라스크/ 8,800 ………… 365
가지달린시험관/ 4,400 ………………… 369
각도기(교수용, PVC)/ 11,000 … ……… 154
각도기(교수용, 아크릴)/ 33,000 … …… 154
각도기달린거울(반사경)/ 4,400 … …… 215
각도조절빨대팬플릇(피리형5인)/ 11,000 …… 46,503
각도조절지구의/ 46,200 … …………… 394
각도조절홀더/ 46,200 … ……………… 324
각도조절휴대용선풍기만들기(5인용)/27,500 … 517
간과이자구조모형/132,000 … ………… 446
간단한검류계/ 24,200 … ……………… 249
간이3색광원함/ 55,000 ………………… 193
간이가스뷰렛트/ 99,000 … …………… 227
간이건조대/ 44,000 … ………………… 313
간이검전기만들기(10인용)/ 16,500 … … 508
간이마이크로톰/ 286,000 ……………… 424
간이모터실험기/ 19,800 ………………… 255
간이물뿌리개/ 11,000 …………………… 429
간이보온병만들기(고급형)/ 7,700 ………… 69
간이보온병만들기(일반용)/ 6,600 … …… 69
간이보일의법칙(스탠드형)/ 48,400 …… 231
간이분광기/ 14,300 ……………………… 221
간이분광기(10인용)/ 22,000 …………… 221
간이분광기(눈금,슬릿조절형)/ 36,300 …… 123,221
간이빛혼합실험장치(분리형)/ 66,000 ……… 193
간이빛혼합실험장치(일체형)/ 55,000 ……109,193
간이사진기만들기(5인용)/ 22,000 ……84,95,107

간이소화기만들기(5인용)/ 24,200 … 91,515
간이수질검사키트/ 8,800 ……………… 537
간이스위치(단자형)/ 4,400 … ………… 268
간이스위치(분리형)/ 4,620 … ………… 268
간이스위치(슬라이드식)/ 6,600 … …… 268
간이스위치(일체형)/ 2,750 ……………… 268
간이씽킹퍼티만들기(5인용)/ 22,000 … 521
간이에어컨만들기(5인용)/ 36,300 … …… 31
간이전기영동(5인용)/ 58,300 … ………… 30
간이전도도측정기(AA건전지용)/ 22,000 ……108,122,282
간이정수기(4단분리형)-5인용/ 24,200 … 64
간이정수기만들기/ 7,700 … …………… 535
간이지진계/ 264,000 …………………… 402
간이지진계만들기(1인용)/ 9,900 ……… 502
간이천체망원경/ 33,000 … ………………511
간이판전기분해장치/121,000 …………… 281
간이팔근육모형만들기(5인용)/ 5,500 …… 80
간이푸코진자/ 121,000 … ……………… 405
간이풍력발전실험기/ 13,200 …………… 275
간이풍향풍속계/ 132,000 … …………… 376
간이풍향풍속계(자기부상)-5인용/ 19,800 …… 521
간이현미경세트/ 77,000 ………………… 485
간지 (간살)/ 1,650 … …………………… 321
갈릴레이&케플러망원경만들기/ 5,500 …… 84,515
감압비등실험장치/ 110,000 … ………… 227
감자시계/ 33,000 … …………………… 284
감자시계키트/ 13,200 …………………… 284
강낭콩(500g)/ 9,900 ……………………… 53
강낭콩기르기(5인용)/ 8,800 ……………… 52
강낭콩씨앗발아과정(아크릴표본)/121,000 …… 52,449
강낭콩키우기화분/ 44,000 … …………… 51
강낭콩한살이표본/ 132,000 … … 52,97,454
강제진동실험장치/ 132,000 … ………… 188
강철솜/ 16,500 …………………………… 550
강철자/ 3,300 …………………………… 153
개구리몸속구조(10인용)/ 39,600 ……… 498
개구리의한살이(아크릴표본)/ 143,000 …… 36,449
개구리한살이표본/ 132,000 … … 36,97,454
개구리해부모형/198,000 … …………… 447
개인학습용야광별자리판/ 13,200 ……… 389
거꾸로올라가는도깨비바퀴만들기/ 7,700 …… 528
거꾸로팽이/ 8,800 ……………………… 502
거대마젤란망원경/ 11,000 ……………… 539
거름종이/ 5,500 ………………………… 354
거북선/ 5,500 …………………………… 539
거울3종세트/ 16,500 … ………………… 214
거울꽃물체/ 2,200 … ……………………… 60
거중기(칼라)/ 5,500 … ………………… 539
거즈/ 13,200 ……………………………… 553
거품속불꽃놀이(6인용)/ 28,600 … …… 291
건과일표본/ 176,000 … ………………… 450
건습구습도계/ 6,600 ………………… 74,376
건습구습도계만들기(5인용)/ 18,700 ……… 74

건전지/ 440 ……………………………… 553
건전지잔량측정기A/ 13,200 …………… 156
건전지잔량측정기B/ 13,200 …………… 156
건전지잔량측정기C/ 19,800 …………… 156
건전지전원장치/ 17,600 ………………… 271
건전지홀더(DM용)/ 5,500 ……………… 269
건조기/ 1,100,000 … ……………… 124,333
건조대(스텐레스)/ 1,210,000 …………… 313
건조대(탁상용)/ 132,000 … …………… 313
건조대벽걸이형/ 220,000 ……………… 313
건조시험관대/ 13,200 …………………… 315
건조저장고/ 891,000 …………………… 312
건조카트(3구)/ 605,000 ……………………311
건조카트(6구)/ 880,000 ……………………311
걸고리달린나무토막/ 3,300 …………… 183
검류계/ 29,700 ………………………… 126,157
검은콩분말(100g)/ 6,600 … ……………… 77
검지관식기체측정기/ 495,000 ………… 236
결정구조모형/ 77,000 …………………… 306
결정구조모형(국제용)염화나트륨(Nacl)/ 44,000 …… 305
결정구조모형금강석(다이아몬드)/ 44,000 …… 305
결정구조모형석영(SiO2)/ 44,000 ……… 305
결정구조모형얼음(H20)/ 55,000 ……… 305
결정구조모형염화세슘(CsCI)/ 55,000 … 305
결정구조모형이산화탄소(CO2)/ 55,000 …… 305
결정구조모형탄소(C60)/ 55,000 ……… 305
결정구조모형흑연( C )/ 44,000 … …… 305
결정모양,깨짐,쪼개짐Ⅰ/ 297,000 … … 414
결정모양,깨짐,쪼개짐Ⅱ/ 187,000 ……… 413
계량스푼/ 6,600 ………………………… 236
계량스푼(전자식)/ 44,000 …………………141
계량스푼세트/ 8,800 …………………… 236
계량컵(100ml)/ 1,430 ……………………… 85
계량컵(600ml)/ 4,400 …………………… 236
계량컵(PVC)/ 6,600 … ………………… 236
계량컵(가정용)전자저울/ 99,000 ……… 142
계량컵(스테인리스)/ 8,800 … ………… 236
계량컵세트/ 11,000 ……………………… 236
계산기/ 11,000 ……………………………… 92
계절변화실험기/ 220,000 ……………… 398
계절변화실험세트(테두리없는자석지구의)/ 435,600 …… 89,398
계절변화실험세트판(코팅지)/ 55,000 …… 90,401
계절별별자리/ 9,900 …………………… 525
고!무선센서/ 154,000 …………………… 3~5
고고씽스톱풍력자동차(작용과반작용)/ 8,800 …… 520
고급모니터형(11인치)편광현미경/ 3,300,000 …… 477
고급형쌍안LED현미경(4구리볼버)DBM시리즈/ 990,000 …… 469
고리자석세트(손잡이부)/ 11,000 … …… 237
고무관(라텍스)/ 66,000 ………………… 363
고무동력경주자동차/ 3,300 …………… 501
고무동력구조헬리콥터/ 4,400 ………… 503
고무동력새/ 6,600 ……………………… 503
고무동력수레/ 7,700 …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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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동력수레(10인용)/ 11,000 … ……… 521
고무동력자동차/ 28,600 … …………… 183
고무동력헬리콥터/ 4,400 ……………… 503
고무마개/ 286 …………………………… 361
고무마개(1,2구)/ 462 … ………………… 361
고무망치(고급형)/ 26,400 ……………… 429
고무장치(의료용)/ 11,000 … …………112,429
고무줄악기(보급형)/ 11,000 … ……………191
고무줄자석/ 2,200 … …………………… 239
고무찰흙(10색)/ 1,100 …………………… 551
고무판자석/ 7,700 … …………………… 239
고무판자석(칼라)/ 17,600 … …………… 239
고무풍선(2색)/ 3,300 ……………………… 85
고사리화석세트/ 55,000 … ……………… 49
고사리화석표본/ 38,500 … ……………… 49
고생대액자Ⅱ/ 187,000 … ……………… 413
고생대화석표본(10종)/ 132,000 … …… 412
고전압전원공급기/ 187,000 … ………… 252
고휘도LED광학장치/ 154,000 … ……… 213
고흡수성수지/ 22,000 … ……………… 292
곡물씨앗표본/ 187,000 … ……………… 450
곡물표본/ 198,000 ……………………… 450
곡물표본15종(아크릴)/ 242,000 … …… 449
곡예비행유턴부메랑비행기/ 4,400 …… 520
곤충관찰경(BugsViewer)/ 6,600 ……… 433
곤충관찰키트(개인용) / 17,600 …………… 37
곤충관찰키트(단체용)/ 33,000 …………… 37
곤충관찰현미경(1단)/ 15,400 …………… 433
곤충관찰현미경(2단)/ 22,000 … ……… 433
곤충도감/ 44,000 … ……………………… 35
곤충모형표본/ 154,000 ………………… 451
곤충채집상자/ 22,000 … ……………… 427
곤충채집세트/ 81,400 ………………… 57,427
곤충표본(25종)(40종)(45종)/ 231,000 … 451
곤충표본상자(일반)/ 55,000 …………… 428
곤충표본상자(전문가)/ 132,000 … …… 428
곤충핀/ 33,000 … ……………………… 428
곤충핀꽂이/ 22,000 … ………………… 428
곤충한살이회전그림판(창작용)/ 5,500 … 37
골드버그미니세트/ 330,000 …………… 519
공3종/ 17,600 … ………………………… 165
공간운동실험기(이원주궤도)/ 143,000 … 180
공간운동실험기(일원주궤도)/ 132,000 … 180
공간운동실험장치C형/ 44,000 ………… 180
공구세트/ 110,000 … …………………… 547
공구세트(23종)/ 154,000 … …………… 547
공구세트(25종)/ 176,000 … …………… 547
공극률실험장치/ 165,000 ……………… 404
공기대포(4가지모양)/ 14,300 … ………… 85
공기대포만들기(플라스틱컵)/ 6,600 … … 84
공기주입장치(어항용)/ 22,000 ………… 429
공기질측정기(미세먼지측정기)/ 341,000 …… 384
공룡화석발굴/ 5,500 …………………… 528

공룡화석발굴(고급형)/ 24,200 …………… 50
공룡화석발굴놀이(맘모스)/ 22,000 …… 529
공룡화석발굴놀이(벨로키랍토르)/ 22,000 …… 529
공룡화석발굴놀이(브라키오사우르스)/ 22,000 …… 529
공룡화석발굴놀이(스테고사우르스)/ 22,000 …… 529
공룡화석발굴놀이(트리케라톱스)/ 22,000 …… 529
공룡화석발굴놀이(티라노사우루스)/ 22,000 …… 529
공룡화석방향제만들기세트(5인용)/ 22,000 …… 528
공전팽이/ 8,800 ………………………… 241
공중부양자석팽이(일반형)(10인용)/ 27,500 …… 516
공중부양자석팽이(프로펠러형)(10인용)/ 28,600 …… 516
공중부양지구본(LED형)/ 132,000 … 241,397
공중부양팽이(레비트론)/ 44,000 ……… 241
공중충돌실험기/ 1,210,000 … ……… 17,170
공진(resonance)대야 (물을 뿜는 세수대야)/ 330,000 …… 189
공진진자/ 176,000 … …………………… 169
과녁펌프에어로켓발사대(대회용)/ 13,200 … 489
과녁펌프에어로켓발사대-2/ 11,000 …… 491
과일전지(고휘도발광다이오드)/ 11,000 …283
과일전지(단체용)/ 39,600 ……………… 283
과일전지(디지털시계)/ 22,000 ………… 283
과일전지(멜로디버저)/ 12,100 … ……… 283
과일전지(종합편)/ 29,700 ……………… 283
과일전지세트(종합)/ 36,300 …………… 283
과일전지용금속판/ 4,400 ……………… 283
과일전지용디지털시계/ 5,500 ………… 283
과학교실세트(6종)/ 69,300 … …………… 23
과학수사대따라잡기(유전자지문)-35인용/ 165,000 …… 498
과학실 안전수칙/ 110,000 ……………… 347
관성논증/ 1,980,000 … …………………… 17
관성실험(동전열쇠고리)/ 18,700 … …… 182
관성저울키트/ 66,000 … ……………… 182
관성치기(관성의법칙실험)/ 77,000 …… 178
관절 모형 (7종)/ 165,000 … …………… 442
광구병/ 3,300 …………………………… 368
광물결정구조표본(10종)/ 77,000 ……… 410
광물결정구조표본(20종)/ 165,000 … … 410
광물박편/ 132,000 … …………………… 415
광물암석및화석표본/ 121,000 … ……… 417
광물암석표본종류(40종)/ 154,000 … … 418
광물의분류Ⅱ/ 187,000 … ……………… 413
광물이란Ⅱ/ 187,000 … ………………… 413
광물표본(20종)/ 165,000 … …………… 410
광섬유(1mm)/ 27,500 …………………… 223
광섬유(3종)/ 33,000 … ………………… 223
광섬유그린발전기/ 9,900 ……………… 521
광섬유원리실험기/ 121,000 … ……… 10,223
광섬유창작클레이(10인용)/ 22,000 …… 521
광섬유화산모형만들기(5인용)/ 24,200 … 521
광원장치(백열전등,형광등포함)/ 44,000 …… 123
광전류측정장치/ 165,000 ……………… 219
광통신실험기/ 286,000 ………………… 275
광통신키트/ 28,600 …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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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실험기/ 110,000 … ………………… 204
광학실험기구세트/ 308,000 …………… 198
광학실험장치(반도체레이저)/ 660,000 …195
광학실험필터세트/ 66,000 … ………… 202
광학용렌즈세트(15종)/ 110,000 ………… 213
광학용수조(DC)/ 220,000 ……………… 205
광학용수조(LASER)/ 132,000 … ……… 205
광학용수조(LED광원)/ 187,000 ………… 205
광학종합실험세C형/ 440,000 … ……… 196
광학종합실험세트A형/ 1,870,000 … … 195
광합성과정표현모형/ 55,000 … …………112
광합성실험장치/ 1,100,000 … ………… 420
광합성실험장치 (SP)/ 440,000 ………… 420
광합성실험장치(소형)/ 88,000 ………… 420
광합성실험키트/ 11,000 …………………… 72
광합성호흡장치/ 110,000 … …………… 420
교과서에나오는기본암석(9종)/ 33,000 …409
교과서에나오는나침반세트/ 39,600 … 242
교과서에나오는먹이피라미드/ 13,200 …… 83
교과서에나오는변성암관찰키트/ 28,600 … 415
교과서에나오는소화기만들기(5인용)/ 18,700 …… 91
교과서에나오는습도계/ 88,000 …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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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나오는퇴적암관찰키트/ 28,600 …… 415
교과서에나오는화강암관찰키트/ 28,600 …… 415
교과서에나오는화성암관찰키트/ 28,600 …… 415
교구운반대 (소형)/ 176,000 … ………… 309
교구정리대 (2단)/ 440,000 … ………… 309
교구정리대 (다용도)/ 990,000 ………… 309
교류전류계/ 33,000 … ………… 111,126,157
교류전압계/ 33,000 … ………… 111,126,157
교반기(가열자석식)/ 330,000 … ……… 132
교반기(자석식)1개용/ 132,000 … ……… 332
교반기(자석식)2개용/ 154,000 ………… 332
교사용USB영상편광현미경DBM-PD400/ 2,420,000 …… 476
교사용멀티영상현미경(생물/7인치모니터형)MST-M1500A/ 2,860,000 …480
교사용멀티영상현미경(실체)MST-M300A/ 2,750,000 …… 481
교사용생물삼안USB현미경/ 2,002,000 …479
교수용자세트(고급형)/ 132,000 … …… 154
교수용자세트(일반형)/ 55,000 ………… 154
교육용 안전보관함 (고급형)/ 990,000 … 335
교육용 안전보관함 (일반형)/ 880,000 … 335
교육용수소로켓/ 19,800 ………………… 490
교육용전자저울/ 198,000 …… 122,139,140,142
교육용정밀전자저울/ 220,000 …… 122,138,139,142
교육용지구의/ 187,000 … ……………… 394
구관조녹음기/ 15,400 …………………… 494
구급가방(스페셜)/ 99,000 ……………… 342
구급함세트(벽걸이형)/ 132,000 … …… 339

찾아보기
구름발생기/ 132,000 … ………………… 380
구름발생실험기(유리병)/ 72,600 ……… 380
구름발생실험기(페트병)/ 66,000 … 101,380
구름발생장치(1인용)/ 8,800 … 45,74,98,114
구리선/ 6,600 …………………………… 553
구리용수철자기장기차/ 39,600 … …… 504
구리테이프/ 38,500 … ………………… 546
구멍뚫린아크릴통/ 48,400 … …………… 90
구불구불철사길통과하기/ 77,000 ……… 272
구슬만화경/ 7,700 … …………………… 501
구심력실험기(수동식)/ 9,900 … ……… 180
구심력실험기(전동식)/ 242,000 … …… 180
국민방독면 (화재, 화생방 겸용)/ 198,000 …… 338
굴절망원경/ 594,000 …………………… 456
굴절식천체망원경/ 1,870,000 … ……… 458
귀의구조모형(A형)/ 363,000 …………… 445
귀의구조모형(B형)/ 132,000 …………113,445
귀체온계(고급형)/ 66,000 ……………… 546
규암표본(10종)/ 33,000 ………………… 409
그네형전자기력실험기/ 44,000 … …… 251
그라인더/ 275,000 ……………………… 550
그려보고붙여보는원소주기율표(10인용)/ 28,600 … 306
그려보는지구의/ 77,000 ………………… 395
그리고붙여보는독도생태계피라미드/ 13,200 … 83
그린 폐수 처리장치 (SP)/ 1,870,000 … 334
그림별자리투영기(5인용)/ 33,000 … … 514
그림자관찰세트(노출형)/ 29,700 …… 59,210
그림자관찰세트(상자형)/ 66,000 …… 59,210
그림자스크린/ 24,200 … ………… 59,94,211
그림자의비밀/ 38,500 … …………… 59,210
그림자인형/ 15,400 …………………………211
그림자전등(광량조절식)/ 165,000 … ……211
그림자전등(일반형)/ 132,000 … …………211
그림자크기(5인용)/ 6,600 …………… 59,513
근시(오목),원시(볼록안경)/ 22,000 … 84,218
글로우방전관/ 176,000 … ……………… 258
글루건/ 16,500 …………………………… 549
글루건심/ 13,200 ………………………… 549
금속구팽창실험기(1구형)/ 13,200 ……… 226
금속구팽창실험기(2구형)/ 16,500 … … 226
금속구팽창실험기(스탠드식)/ 24,200 … 226
금속막대/ 1,430 … ……………………… 553
금속밀도측정기/ 198,000 ……………… 235
금속및광물제품샘플(20종)/ 99,000 …… 417
금속및합금표본종류/ 99,000 … ……… 418
금속박검전기/ 13,200 ……………109,134,254
금속원료및생산제품표본/ 88,000 … … 418
금속의이온반응키트/ 55,000 … ……… 290
금속탐지기(B형)/ 77,000 … …………… 160
금속탐지기(핸디형)/ 99,000 …………… 160
금속탐지기로봇만들기/ 49,500 … …… 530
금속판/ 990 …………………………… 67,553
기구운반대 (2단 스텐망)/ 550,000 …… 309

기상관측세트(휴대용)/ 836,000 … …… 375
기압과상대습도실험/ 9,900 …………… 536
기압및날씨예측기/ 22,000 … …………… 98
기압체험실험기/ 26,400 … …………… 234
기울기깜빡이5인용(브레드보드)/ 29,700 …… 544
기울이면불이켜지는회로만들기5인용(브레드보드)/ 28,600 …… 544
기주공명장치/ 330,000 ……………………191
기체모음장치만들기/ 7,700 … ………… 537
기체발생장치(SP)/ 220,000 …………… 286
기체방전관 실험장치,스펙트럼 전원장치/ 990,000 …… 259
기체분자운동실험장치/ 99,000 … …… 286
기체분자운동실험장치(공기식)/ 121,000 …… 286
기체분자운동실험장치(정밀형)/ 110,000 …… 286
기체의법칙실험기(보일샤를겸용)/ 363,000 … 287
기체의확산실험장치(SP)/ 66,000 …… 286
기체측정관/ 19,800 ……………………… 285
기체확산속도측정기/ 22,000 … ……… 285
기체확산속도측정기(스포이드형)/ 66,000 … 285
기후변화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 220,000 … 130
길어지는비이커솔/ 22,000 … ………… 351
김치발효의숨은과학(5인용)/ 15,400 … … 27
깃발/ 3,300 ………………………………… 43
깃발스탠드/ 16,500 ………………………… 79
깔대기(PVC)/ 1,540 ……………………… 356
깔대기(유리)/ 3,300 … ………………… 368
깔대기대/ 22,000 … …………………… 318
깔대기대 (PVC, 신형)/ 18,700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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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대기스탠드/ 44,000 … ……………… 318
깔대기실리콘(부착식)/ 12,100 … ……… 362
깔디기실리콘(접이식)/ 11,000 … ……… 362
깜빡이비안정멀티바이브레이터5인용(브레드보드)/ 28,600 …544
깨진 실험기구 보관함 (유리류)/ 77,000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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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이있는플라스틱컵/ 330 ……………… 58
뚜껑있는나침반(목걸이형)/ 6,600 … … 244
뜰채/ 5,500 ……………………………… 429

라
라디오미터/ 187,000 … ………………… 373
라텍스장갑(20매입)/ 6,600 … ………… 341
랩버너/ 143,000 ………………………… 123
러브미터러브체커5인용(브레드보드)/
26,400 … ………………………………… 544
러브체커(5인용)/ 24,200 … …………… 514
레고8종/ 9,900 … ……………………… 263
레몬즙(250ml)/ 4,400 ……………………… 76
레이저광원장치/ 66,000 … …………… 200
레이저광통신설명기/ 770,000 ………… 202
레이저광학(충전식,미니5구)/ 297,000 … 200
레이저광학대/ 660,000 ………………… 202
레이저광학실험장치/ 440,000 ………… 196
레이저물리광학실험기/ 132,000 … …… 199
레이저발생장치(DC용)/ 275,000 ……… 200
레이저발생장치(가스)/ 880,000 … 134,202
레이저발생장치(반도체)/ 495,000 … … 202
레이저보안경(고급형)/ 143,000 … …… 348
레이저보안경(보급형)/ 11,000 … ……… 348
레이저삼각대/ 44,000 … ……………… 200
레이저종합광학실험장치/ 396,000 …… 196
레이저포인트(4in1)/… ……… 44,000 60,207
레이저포인트(4구스틱형)/ 48,400 … … 207
레이저포인트(LP-100)/ 44,000 …93,107,207
레이저포인트(LP-747)/ 33,000 … …… 207
레이저포인트(UV기능)/ 44,000 … …… 207
레이저포인트(그린형)/ 132,000 … 107,207
레이저포인트(안테나식)/ 55,000 ……… 207
레이저포인트(자바라식)/ 11,000 … …… 207
레이저포인트(터치펜기능)/ 44,000 …… 207
레인보우케이스/ 5,500 ………………… 501
렌즈세트(2종)/ 14,300 ……………… 83,214
렌즈세트(7종)/ 55,000 … ……………… 213
렌즈세트(자석칠판용)/ 55,000 ………… 213
렌즈유리알/ 2,200 … ………………… 84,214
렌즈청소펜/ 11,000 ……………………… 486
렌즈페이퍼/ 33,000 … ………………… 548
로봇블럭시리즈(스쿠터)/ 15,400 … …… 532
로봇블럭시리즈(스피디)/ 15,400 … …… 532
로봇블럭시리즈(크라울러)/ 15,400 … … 532
로봇블럭시리즈(호퍼)/ 15,400 … ……… 532
로봇축구경기장/ 176,000 … …………… 517
로봇팔(공기압)/ 9,900 … ……………… 504
로키(ROKI) G(메뚜기)/ 22,000 …………… 28

로키(ROKI)8/ 22,000 ……………………… 28
롱노즈플라이어/ 16,500 ………………… 550
루페(30배율)/ 110,000 … …………… 42,431
루페(손잡이부)/ 27,500 ……………… 42,431
루페포켓용고배율렌즈(스텐)/ 22,000 …… 42,431
리드스위치/ 1,320 … …………………… 552
리본매직카드/ 33,000 … ……………… 497
리비히냉각기/ 29,700 …………………… 374
리트머스종이만들기(20인용)/ 15,400 …… 56
리트머스지/ 4,400 ……………………… 354
립글로즈만들기(스틱형10개)/ 26,400 … 512
링/ 11,000 ………………………………… 322
링칼라자석스탠드식/ 11,000 ………… 40,237
링클램프/ 7,700
108,322

마
마그네틱광학장치/ 286,000 …………… 198
마그네틱레이저실험장치/ 275,000 …… 203
마그네틱레이저포인트(신형1구)/ 66,000 … 200
마그네틱레이저포인트(신형3구)/ 143,000 … 200
마그네틱바/ 7,700 … …………………… 359
마그네틱바건지기/ 28,600 … ………… 359
마그네틱뷰어필름/ 33,000 … ………… 240
마그네틱삼발이/ 19,800 ………………… 326
마그네틱소형물통/ 38,500 … ………… 206
마그네틱안전삼발이(대형)/ 33,000 …… 326
마그네틱원자구조모형/ 715,000 … …… 304
마그네틱카드/ 7,700 … ………………… 241
마그데브르그고무흡판/ 22,000 … …… 234
마그데브르반구/ 99,000 … …………… 234
마그데브르반구만들기(5개입)/ 24,200 …234
마그마화산모델/ 6,600 ………………… 535
마술꽃잎과비밀편지(5인용)/ 24,200 … 510
마술저금통(10인)/ 24,200 ……………… 528
마시멜로화산활동모형실험(5인용)/ 11,000 …… 61
마우스트랩카3.0/ 22,000 ……………… 518
마이크로USB현미경MST-800A/ 275,000 … 482
마이크로미터/ 33,000 … ……………… 153
마이크로슬라이드/ 55,000 … ………… 436
마이크로튜브/ 1,650 … ………………… 359
마이크로피펫/ 330,000 ………………… 362
마이크로피펫(보급형)/ 198,000 … 129,362
마이크로피펫세트/ 990,000 …………… 129
마이크로피펫팁,랙/ 29,700 … ………… 362
마이크만들기(5인용)/ 16,500 … ……… 513
마찰력실험기/ 39,600 … …………… 107,173
마찰력실험기(비교형)/ 44,000 ……………116
마찰전기실험세트/ 13,200 ……………110,254
마찰전기실험세트(대형)/ 13,200 … …110,254
마찰전기제거제(5인용)/ 12,100 ………… 513
막대온도계/ 1,980 … …………………… 147
막대자석(극표시없음)/ 7,700 …… 38,95,237

2018·2019 Total Integration Science Catalog
막대자석(극표시있음)/ 7,700 …… 38,95,237
막대형네오디움자석(5개입,케이스부)/ 19,800 ……… 81
막자사발/ 14,300 ………………………… 360
만능클램프/ 14,300 ……………………… 323
만화경/ 4,400 ………………………… 61,501
만화경만들기/ 22,000 … ……………… 530
만화경만들기(5인용)/ 22,000 … ………… 61
만화영화만들기(거울용)-5인용/ 16,500 81
만화영화의원리(5인용)/ 13,200 ……… 504
말굽자석/ 13,200 ………………………… 237
말굽자석보관대/ 48,400 … …………… 237
말하는인체모형/ 990,000 ……………… 438
말하는인체혈액순환계모형(포리카본재질)/ 2,640,000 …… 438
말하는투명인체모형(포리카본재질)/ 2,640,000 …… 437
망원경만들기/ 14,300 …………………… 525
망원경만들기용렌즈/ 6,600 …………… 214
매달림용수철저울/ 9,900 ……………… 143
매달림전자저울/ 19,800 ………………… 143
매달림전자저울(HS-3P)/ 38,500 ……… 143
매달림전자저울(HS-5P)/ 52,800 ……… 143
매미소리만들기/ 7,700 … ……………… 527
매미자석/ 1,430 … ……………………… 238
매직나비만들기(10인용)/ 9,900 … …… 518
매직물감손잡이컵만들기/ 19,800 …… 65,228
매직사이언스멀티키트세트(3인용)/ 33,000 … 29
매직풍차A형/ 22,000 …………………… 275
매직풍차B형/ 16,500 …………………… 275
맥스웰축바퀴/ 99,000 … ……………… 162
머리뼈만들기/ 8,800 …………………… 532
머리핀(실핀)-18개입/ 1,100 … …………… 39
먹이사슬피라미드/ 99,000 … ………… 424
먹이사슬피라미드(대형)/ 154,000 … … 424
멀티광원장치(SP)/ 220,000 …………… 193
멀티광학실험장치(SP)/ 440,000 ……… 203
멀티디지털기체측정기/ 1,980,000 … …9,15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생물):OS-EX25T/ 1,980,000 …… 480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생물):OSH-400CM,600CM,1000CM/ 1,650,000 …480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편광):OSH-400PM/ 2,310,000 … 476
멀티시험관대12구/ 22,000 ……………… 316
멀티시험관대18구/ 22,000 … ………… 316
멀티시험관대20구/ 22,000 … ………… 316
멀티시험관대8구/ 22,000 ……………… 316
멀티영상USB현미경(충전식,MST-600A)/ 385,000 …… 482
멀티영상USB현미경MST-500A/ 385,000 …… 482
멀티영상현미경(생물PC용)MST-PCL2000A/ 2,420,000 …… 480
멀티영상현미경(실체PC용)MST-PCL2100A/ 1,760,000 …… 481
멀티운동의법칙실험장치(SP)/ 1,650,000 …… 182
멀티전기분해키트(SP)/ 198,000 … …… 280
멀티천구의/ 880,000 …………………… 397
멋진야광별자리시계만들기(5인용)/ 33,000 … 516
메뚜기발육과정/ 143,000 ……………… 455
메스(안전수납식)/ 44,000 ……………… 424
메스날/ 4,400 …………………………… 424

메스날안전수거기/ 22,000 … ………… 424
메스대/ 4,400 …………………………… 424
메스실린더/ 6,600 ……………………… 372
메스실린더(DURAN)/ 29,700 … ……… 372
메스실린더(PVC)/ 3,300 … …………… 356
메스실린더(공전)/ 14,300 … …………… 372
메스실린더건조대/ 121,000 … ………… 320
메스칼(일체형)/ 4,400 … ……………… 424
메스플라스크(갈색)/ 8,800 … ………… 372
메스플라스크(백색)/ 7,700 ……………… 372
메스피펫/ 4,840 … ……………………… 372
메카니칼스테이지/ 132,000 … ………… 485
멜데의실험장치/ 286,000 ……………… 188
멜로디전기박사5인용(브레드보드)/ 28,600 ……… 544
면각측정용수정결정/ 22,000 … ……… 416
면각측정용수정표본(5종)/ 77,000 … … 416
면심입방격자모형/ 44,000 … ………… 305
멸균솥/ 242,000 ………………………… 332
멸균테이프/ 33,000 … ………………… 360
모기퇴치석고방향제만들기(10인세트)/ 19,800 …… 496
모기퇴치스프레이만들기(스프레이6개)/ 33,000 … 512
모래(1kg)/ 4,400 …………………………… 47
모래상자/ 9,900 ………………………… 321
모래시계/ 37,400 ………………………… 152
모래시계(3종)/ 8,800 …………………… 152
모래시계만들기(5인용)/ 12,100 ………… 516
모발습도계/ 110,000 … ………………… 149
모빌로수평잡기(5인용)/ 16,500 … … 54,522
모세관현상/ 58,300 … ………………… 235
모세관현상실험(5인용)/ 14,300 … ……… 72
모스굳기계/ 66,000 … ………………… 410
모스글라이더(10인용)/ 37,400 ………… 519
모양과크기가다른구슬(5인용)/ 8,800 …… 55
모양은같고크기가다른아크릴통/ 55,000 … … 90
모오스경도계광물표본/ 88,000 … …… 417
모의가계도만들기세트/ 6,600 ……………112
모의혈액형판별(5인용)/ 55,000 … ……… 31
모종삽/ 2,200 … ……………………44,51,430
모터팬을이용한베르누이원리/ 462,000 …… 230
모형시계/ 55,000 … …………………… 552
모형편마암만들기/ 6,600 ……………… 535
모형현무암만들기/ 6,600 ……………… 535
목걸이형루페/ 16,500 …………………… 431
목걸이형루페(고급형)/ 19,800 ………… 431
못(20개입)/ 2,200 … ……………………37,81
못자화기(막대형네오디움자석)/ 5,500 … 81
몽키전기자석그네(5인용)/ 22,000 … …… 40
무게중심균형잠자리만들기(10인용)/ 14,300 …523
무기,유기화학결합구조모형(31종235점)/ 154,000 … 301
무독성119소화기/ 24,200 … …………… 337
무마찰실험장치(에어트랙)/ 858,000 …… 134,175
무색유리막대/ 44,000 … ……………… 216
무선스피커(NFC형)/ 55,000 …………… 486

INDEX

무아레무늬(5인용)/ 17,600 ……………… 532
무인도에서살아남기/ 7,700 … ………… 535
무지개물탑만들기(5인용)/ 19,800 … …… 32
무한회전공중부양자석팽이(5인용)/27,500 … 516
물결무늬시뮬레이션필름/ 17,600 ……… 503
물결의간섭도그리기/ 88,000 … ……… 382
물레방아/ 6,600 ………………………… 183
물레방아(바람개비겸용)/ 7,700 ………… 183
물로켓공기자동주입장치/ 484,000 …… 492
물로켓발사대(신형파워맥스)/ 308,000 …489
물로켓발사대(파워디럭스매니아)/ 440,000 …490
물로켓발사대(파워맥스)/ 165,000 … … 489
물리무선MBL실험세트/ 2,090,000 ……… 2
물먹는새/ 15,400 ………………………… 229
물먹는투명구슬(5인용)/ 18,700 …………… 29
물발전기(교사용)/ 396,000 … ………… 276
물방울슬라이드글라스(4종세트)/ 143,000 … 73,436
물방울슬라이드글라스(5개세트)/ 55,000 …… 73,436
물방울현미경만들기(5인용)/ 22,000 … … 73
물보존병풍책만들기(5인용)/ 12,100 ……… 41
물빠짐비교실험기(퇴적실험장치)-2구/ 22,000 …43,48,99,404
물빠짐비교실험기(퇴적실험장치)-3구/ 28,600 …43,48,99,404
물빠짐비교실험장치(링타입)/ 26,400 … 404
물뿌리개/ 5,500 …………………………… 51
물속불꽃놀이-2(5인용)/ 22,000 … …… 522
물속의시험관(부력실험)/ 264,000 … … 230
물속지층만들기(10인용)/ 22,000 ……… 419
물순환실험장치키트(5인용)/ 8,800 … 64,99
물에뜨는나침반(10인용)/ 19,800 ………… 41
물의깊이와수압관계실험기/ 110,000 … 230
물의띄우는LED소원꽃만들기(5인용)/
16,500 … …………………………………… 27
물의순환과구름(5인용)/ 5,500 …………… 64
물의순환과정/ 8,800 …………… 64,99,494
물의순환과정(5인용)-지퍼백식/ 11,000 … 64
물의순환과정실험장치/ 242,000 …… 25,6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용)/ 44,000 … 336
물질의성질(4종)-케이스부/ 6,600 … …… 33
물체받침대(아크릴)/ 11,000 … ……… 59,211
물체받침대(아크릴,높이조절식)/ 13,200 … 28,211
물체받침대만들기(유압식)/ 9,350 … 59,495
물체변형관찰실험기/ 220,000 ………… 221
물체의부력실험기/ 99,000 … ………… 230
물체의빛반사(5인용)/ 13,200 …………… 60
물체의용해관찰기/ 110,000 … ………… 284
물풍선제조기(111개입)/ 13,200 …………… 27
물프리즘(정삼각형)/ 29,700 …………… 217
미니DNA분자모형키트B형/ 99,000 …… 127
미니V식전기분해장치(SP)/ 110,000 …… 280
미니고압장치/ 352,000 ………………… 260
미니드론(입문용)/ 66,000 ………………… 21
미니별자리돔(5인용)/ 9,900 …………… 527
미니수면파투영장치/ 440,000 ………… 186

찾아보기
미니수면파투영장치(카메라용)/ 187,000 … … 26
미니지구의/ 11,000 ……………………… 395
미니천구의/ 8,800 ……………………… 526
미니천구의(5개1세트)/ 242,000 … …… 401
미니친환경경주차-태양열/ 121,000 …… 276
미니친환경경주차-풍력/ 121,000 ……… 276
미니콩나물키우기/ 16,500 ………………… 83
미니태양계행성/ 36,300 … …………… 383
미니허파만들기(10인용)/ 17,600 … …80,504
미세먼지등급에따른대처법/ 110,000 … 342
미세먼지측정기(TW-200A)/ 880,000 … 25
미세문자프레파라트/ 165,000 ………… 498
믹싱볼(눈금있는대형그릇)/ 9,900 … 56,86
밀폐시약장/ 2,490,000 ………………… 487

바
바구니(미니상자)/ 3,300 … ………… 53,321
바구니(초자함용)/ 7,700 ………………… 321
바나나,딸기우유만들기실험세트(5인용)/
24,200 …………………………………… 512
바늘구멍사진기/ 11,000 ………………… 212
바늘구멍사진기(5인용)/ 22,000 … …… 215
바늘구멍사진기만들기(10인용)/ 16,500 …212,507
바늘구멍사진기용렌즈/ 6,600 ………… 214
바닷물로식수만들기(5인용)/ 25,300 … … 64
바람으로회전하는공중부양자석팽이(5인용)/ 22,000 …… 516
바람이부는방향세트/ 99,000 … …… 75,94
바람조절목걸이휴대용선풍기(5인용)/ 27,500 …… 516
바람형성실험기/ 110,000 … …………… 384
바람형성원리실험기/ 22,000 … …… 75,384
바이메탈(손잡이형)/ 22,000 ………… 88,226
바이메탈(스탠드형)/ 44,000 ………… 88,224
바이메탈(촛불형)/ 66,000 …………… 88,224
바이메탈스위치만들기/ 8,800 …………… 88
바이메탈온도계/ 14,300 ………………… 149
바이스/ 66,000 … ……………………… 550
바이알병대(고급형)/ 19,800 …………… 316
바이알병대(스텐제)/ 17,600 … ………… 317
바이알병대(아크릴제)/ 19,800 ………… 317
바이알병랙(바이알병대)/ 39,600 ……… 317
바이알병보관대(목제)/ 16,500 … ……… 317
바이알보관케이스/ 19,800 ……………… 317
바이오에너지실험키트/ 363,000 ……… 276
박쥐형투척글라이더/ 5,500 …………… 503
반구형진공실험장치/ 44,000 … ……… 233
반구형진공실험장치(디지털식)/ 99,000 …… 232
반데그래프A형/ 935,000 … …………… 253
반데그래프B형/ 726,000 … …………… 253
반데그래프실험용세트(JP)/ 715,000 … 253
반딧불이/ 11,000 ………………………… 527
반사굴절망원경/ 5,720,000 … ………… 457
반사망원경/ 1,870,000 … ……………… 457

반짝이는그림그리기(10인용)/ 187,000 … 28
발광LED탱탱볼만들기(10인용)/ 33,000 ……… 34,508
발광다이오드/ 220 ……………………… 552
발광다이오드(고휘도)/ 3,300 … ……… 552
발로밟는에어로켓/ 7,700 … …………… 492
발로밟는펌프에어로켓/ 6,600 ………… 522
발전기원리실험기(간편형)/ 57,200 …… 256
발전기원리실험기(노출형)/ 143,000 … 256
발펌프/ 55,000 … ……………………… 492
발효치즈만들기(5인용)/ 38,500 … ……… 30
방독면(1구)/ 28,600 … ………………… 347
방독면(2구)/ 33,000 … ………………… 347
방사열수열비교실험기/ 77,000 ………… 387
방열장갑/ 55,000 … …………………… 340
방염가공타올(화재방지용타올)/ 44,000 …… 344
방염실험복/ 44,000 … …………… 108,336
방위판(대)/ 16,500 … …………………… 388
방위판(모눈판겸용)/ 15,400 … ………… 388
방해석투명결정/ 22,000 … …………… 416
방향제만들기(10인용)/ 16,500 … ……… 507
방형구(조립식)/ 66,000 ………………… 423
방형틀/ 66,000 … ……………………… 423
방화담요/ 33,000 … …………………… 339
배설계구조(B형)/ 143,000 ……… 96,113,445
배양기/ 2,420,000 ……………………… 334
배양병/ 4,400 …………………………… 368
배추흰나비알화분(고급형)/ 44,000 ……… 35
배추흰나비알화분(보급형)/ 24,200 ……… 35
배추흰나비의관찰(5인용)/ 6,600 ………… 36
배추흰나비의한살이(아크릴표본)/ 143,000 …36,449
배추흰나비한살이표본/ 132,000 …36,97,454
배터리체커(디지털식)/ 19,800 ………… 155
배터리체커(아날로그식)/ 11,000 … …… 155
백금봉(보관용기통)/ 5,500 … ………… 288
백금선/ 33,000 … ……………………… 288
백반,소금,황산구리결정/ 25,300 ………… 74
백반,황산구리,소금결정만들기(5인용)/ 13,200 ……… 74
백악관(불빛형)/ 28,600 ………………… 500
백엽상/ 594,000 ………………………… 375
백합기공영구프레파라트/ 11,000 ………… 72
버니어캘리퍼스/ 33,000 … …………… 153
버니어캘리퍼스(디지털)/ 49,500 ……… 153
버블사이언스(3인용)/ 38,500 … ………29,41
버저배열판/ 8,800 ……………………… 271
버튼스위치/ 770 ………………………… 552
범인을찾아라(3~5인용)/ 44,000 ………… 30
베르누이의원리/ 110,000 … …………… 230
베임방지장갑/ 24,200 … ……………… 338
벨원리실험장치/ 33,000 … …………… 272
벼(쌀)발육과정/ 165,000 … …………… 455
벼씨앗발아과정(아크릴표본)/ 121,000 … 52,449
벼한살이표본/ 88,000 … ………………… 52
변성암액자Ⅱ/ 165,000 ………………… 413

변성암표본(10종)/ 33,000 ……………… 409
변성암표본Ⅱ(15종)/ 77,000 …………… 409
별의일생(천체)사진세트/ 24,200 ……… 391
별의일생포스터/ 27,500 ………………… 393
별이뜨는지구의/ 66,000 … …………… 395
별이야기/ 38,500 … …………………… 393
별자리무드등(12면체)(5인용)/ 19,800 … 522
별자리보기돔/ 9,900 …………………… 526
별자리보기판(신형)/ 15,400 … ………115,389
별자리보기판만들기/ 15,400 …………… 507
별자리조견판(5인용)/ 16,500 … ……… 527
별자리지구본/ 88,000 … ……………… 401
별자리지구의/ 44,000 … ……………… 396
별자리지구의(투명구)/ 92,400 ………… 396
별자리지도/ 33,000 … …………………… 71
별자리지도국전지코팅형/ 22,000 … … 401
별자리찾기/ 88,000 … ………………… 390
별자리투영기만들기(5인용)/ 24,200 … 389
별자리판(신한국형)/ 7,700 ……………… 389
별자리프로젝터무드등/ 11,000 ……… 71,501
병리학실험(질병진단검사)-5인용/ 55,000 …… 30
병안에뜨는배만들기(10인용)/ 17,600 … 507
보급형쌍안실체현미경:OSS-30L/40L/ 484,000 … 471
보안경(고글형)/ 7,700 …………………… 343
보안경(안경식)/ 11,000 … ……………101,343
보안경(안경착용자용)/ 16,500 … ……… 343
보안경(자외선차단용)/ 22,000 ………… 343
보안경(조절식)/ 12,100 … ……………101,343
보안면/ 22,000 … ……………………… 347
보일샤를의법칙(디지털식)/ 363,000 … 231
보일의법칙설명기(B형)/ 176,000 ……… 231
보일의법칙실험장치A형/ 220,000 … … 231
보일의법칙실험장치D형/ 220,000 … … 2310
보행로봇암/ 58,300 … …………………… 20
보행자신호등(LED)/ 440,000 … ……… 486
복각방위계/ 121,000 … ………………… 405
볼록/오목거울(스텐,손잡이)/ 6,600 …… 218
볼록거울/오목거울/ 16,500 … ………109,217
볼록렌즈(7종)/ 24,200 … ……………… 214
볼록렌즈/오목렌즈/ 16,500 … … 95,109,217
볼록렌즈사진기/ 9,900 ………………… 537
볼록렌즈카메라만들기(5인용)/ 16,500 … 84
볼록오목거울(일체형)/ 132,000 … …… 216
볼록오목거울겸용/ 22,000 … ………… 217
볼크리너/ 55,000 … …………………… 351
볼타다니엘전지/ 231,000 … …………… 285
볼타전지(일반용)/ 33,000 ……………… 285
볼트만(전자석만들기용)/ 880 … ………… 88
부레옥잠/ 3,300 …………………………… 43
부저/ 2,750 … ………………………… 271,541
부표만들기/ 9,900 ……………………… 534
북극성파인더/ 11,000 ……………………… 71
북두칠성의공간모형(5인용)/ 17,600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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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야광별지도포스터/ 38,500 … … 393
분광시트(홀로그램시트)/ 72,600 ……… 222
분동세트/ 11,000 ………………………… 145
분말소화기(3.3kg)/ 55,000 … ………… 348
분말주스(오렌지,1kg)/ 11,000 … ………… 74
분별깔대기(스킵형-백색)/ 41,800 … … 368
분별깔대기(테프론콕크-백색)/ 66,000 …368
분별깔대기대/ 39,600 … ……………… 318
분별증류장치/ 308,000 ………………… 373
분자(유기)구조모형조립세트B형/ 44,000 … 296
분자,원자모형(12종117점)/ 88,000 … … 296
분자구조(소형포켓용)/ 27,500 ………… 296
분자구조만들기키트/ 9,900 …………… 307
분자구조모형(264종)/ 88,000 … ……… 294
분자구조모형(몰타로우B형)/ 59,400 … 296
분자구조모형(자석칠판식)/ 198,000 … 296
분자구조모형봉결합식140점/ 99,000 … 301
분자구조모형봉결합식210점/ 132,000 … 301
분자구조모형봉결합식70점/ 48,400 … 301
분자구조모형설명용400점/ 165,000 … 293
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112점)/ 88,000 … 295
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129점)/ 66,000 …294
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18종296점)/132,000 …293
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336점)/ 143,000 …131,295
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봉결합,직결합:226점)/ 121,000 … 306
분자구조모형키트(171점)/ 88,000 …… 295
분자구조모형키트(409점)/ 132,000 …… 294
분자궤도모형(4종)/ 88,000 … ………… 299
분자모형(10종)/ 38,500 ………………… 296
분자모형(13종76점)/ 44,000 …………… 296
분자모형(355점)/ 99,000 … …………… 295
분자모형(8종27점)/ 66,000 … ………… 296
분자모형(대형)/ 165,000 … …………… 297
분자모형(봉결합식)/ 99,000 ………… 131,297
분자모형(전자반발이론)/ 88,000 ……… 299
분자모형(직결합식)/ 99,000 …………… 297
분자원자오비탈궤도식(6종172점)/ 110,000 … 134
불꽃반응니크롬선/ 8,800 ……………… 288
불꽃반응실험장치/ 33,000 … ………… 288
불꽃반응실험장치(SP)/ 440,000 ……… 288
불꽃색반응관찰세트/ 110,000 … ……… 288
불꽃점화기/ 44,000 … ………………… 234
불어서켜는촛불5인용(브레드보드)/ 28,600 … 543
불연섬유/ 2,200 … ……………………… 507
불쾌지수계/ 16,500 ……………………… 146
붕사(450g)/ 4,840 … ……………………… 34
뷰렛(갈색-유리)/ 33,000 … …………… 371
뷰렛(갈색-테프론)/ 66,000 … ………… 371
뷰렛(백색-유리)/ 29,700 … …………… 371
뷰렛(백색-테프론)/ 60,500 … ………… 371
뷰렛솔/ 2,750 … ………………………… 351
뷰렛클램프/ 17,600 …………………… 74,324
브라운운동(가스)실험기/ 77,000 ……… 287

브라운운동(액체)관찰기/ 77,000 ……… 287
브라운운동관찰장치(가스)/ 143,000 … 287
브라운운동실험기/ 77,000 ……………… 287
브런턴나침반A/ 36,300 ………………… 243
브런턴나침반B/ 26,400 ………………… 243
브런턴나침반C/ 22,000 ………………… 243
브레드보드A형(208)/ 55,000 … ……… 541
브레드보드B형(206)/ 44,000 … ……… 541
브레드보드C형(202)/ 44,000 … ……… 541
브레드보드E형(204)/ 33,000 … ……… 541
브레드보드용3V전지홀더/ 1,650 ……… 541
브레드보드전원장치/ 33,000 … ……… 541
비누고체연료만들기/ 7,700 … ………… 538
비닐관/ 440 …………………………… 45,553
비닐장갑(50매입)/ 2,200 … ……………… 44
비닐접착기/ 77,000 ……………………… 550
비밀상자(대형)/ 16,500 … ………………… 33
비밀편지쓰기(5인용)/ 23,100 …… 31,56,75
비상샤워기/ 1,320,000 … ……………… 344
비상샤워기 (노란도색)/ 990,000 ……… 345
비상샤워기 (발판형)/ 880,000 ………… 345
비상샤워기 (일반형)/ 770,000 ………… 345
비열측정장치/ 55,000 … ……………… 227
비열측정장치(투명)/ 110,000 …………… 227
비이커(DURAN)/ 9,900 ………………… 364
비이커(PVC)/ 1,320 ……………………… 356
비이커(스텐)/ 7,700 ……………………… 356
비이커(유리)/ 2,860 … ………………… 364
비이커솔/ 8,800 ………………………… 351
비이커운반대/ 99,000 … ……………… 320
비이커집게/ 15,400 ……………………… 330
비접촉체온계/ 121,000 … ……………… 341
비중계/ 13,200 …………………………… 292
비중병(게이-뤼삭형)/ 14,300 … ……… 371
비중측정용물체(입방체 3종)/ 11,000 … 235
비중측정용물체(입방체 7종)/ 26,400 … 235
비즈DNA만들기(10인용)/ 9,900 … …… 501
비트분말(50g)/ 13,200 … ………………… 77
빅벤(불빛형)/ 28,600 …………………… 499
빗면곡면비교실험대/ 66,000 … …………171
빗면마찰,가속도,포물선실험기/ 187,000 …… 172
빗면마찰실험기(목재)/ 176,000 … …… 173
빗면실험장치/ 110,000 … ……………… 172
빗면실험장치(각도수레형)/ 132,000 … 172
빗면실험장치(각도조절식)/ 264,000 … 172
빛과그림자놀이/ 11,000 …………………… 58
빛과그림자실험기(교사용)/ 341,000 … 210
빛과렌즈의거리측정기/ 44,000 … ……… 84
빛굴절실험키트/ 55,000 … …………… 206
빛나는금모래만들기(5인용)/ 19,800 … … 32
빛을내는철사/ 9,900 …………………… 501
빛의간섭과회절실험기/ 363,000 ……… 199
빛의굴절전반사실험기/ 286,000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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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합성(혼합)실험장치(줌기능)/ 495,000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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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저항기(밀폐형)/ 110,000 ……… 261
슬라이드저항기(오픈형)/ 121,000 ……… 261
슬라이딩스위치/ 550 …………………… 552
슬릿레이저포인트/ 55,000 … ………… 200
슬릿세트/ 16,500 …………………… 133,202
습곡단층부정합모형/ 220,000 ……… 98,407
습곡모형/ 165,000 …………………… 98,407
습도감지기5인용(브레드보드)/ 39,600 …543
시간기록계(방전식정밀형)/ 352,000 …14,176
시간기록계(스파크형)/ 121,000 ………… 176
시간기록계(전도식)/ 198,000 … ……… 176
시간기록계(타점식)/ 55,000 …………… 176
시계드라이버세트/ 5,500 ……………… 550
시계접시/ 2,640 … ……………………… 368
시광스티커세트/ 15,400 ………………… 222
시력표(아트지)/ 14,300 … ……………… 545
시력표(전기식)/ 440,000 … …………… 545
시소스위치/ 770 ………………………… 552
시약병(광구-갈색)/ 6,380 ……………… 366
시약병(광구-백색)/ 4,730 ……………… 366
시약병(세구-갈색)/ 5,830 ……………… 366
시약병(세구-백색)/ 4,290 ……………… 366
시약병(플라스틱)/ 14,300 … …………… 358
시온물감(붓달린병)/ 8,800 … …………… 65
시온물감(수성)/ 8,800 … …………… 65,228
시온물감(유성)/ 16,500 … ………………… 65
시온물감(펜타입)/ 12,100 …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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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물감4종/ 33,000 ……………………… 65
시온손난로만들기(촉각+시각)-10인용/ 19,800 …506
시온숯난로만들기(5인용)/ 16,500 … … 528
시온스티커/ 6,600 ……………………… 228
시온온도계만들기(5인용)/ 26,400 … … 149
시온용액(열변색잉크)/ 33,000 ……… 68,229
시온용액(열변색잉크)-30ml,스포이드병/ 13,200 …… 68
시온전반사책갈피만들기(5인용)/ 14,300 … … 27
시온플러버만들기(열번색액체괴물)-10인용/ 26,400 …… 496
시험관/ 330 ……………………………… 369
시험관 플라스크홀더(2구)/ 66,000 …… 331
시험관(플라스틱)/ 11,000 … ………… 57,357
시험관건조대/ 88,000 … ……………… 315
시험관고속수상보트만들기(부력실험)/ 6,600 …… 515
시험관대(목제)/ 13,200 … ……………… 313
시험관대(스텐)/ 28,600 ………………… 313
시험관대(원형PP)/ 24,200 ……………… 314
시험관대(투명 6구 6핀)/ 16,500 … …… 315
시험관대12구(칼라)/ 24,200 …………… 316
시험관대16구(칼라)/ 25,300 …………… 316
시험관대20구(칼라)/ 28,600 …………… 316
시험관대6구(칼라)/ 22,000 … ………… 316
시험관대6구(폴리)/ 4,400 ……………… 314
시험관대8구/ 13,200 … ………………… 315
시험관망(스텐)/ 39,600 ………………… 315
시험관솔/ 8,800 ………………………… 351
시험관수륙양용풍력자동차/ 6,600 …… 520
시험관집게(목제)/ 3,300 … …………… 330
시험관집게(철제)/ 3,300 … …………… 330
시험관집게스탠드/ 48,400 … ………… 330
시험관플라스크홀더(1구)/ 55,000 … … 331
식물도감(양장본)/ 44,000 …… 8,42,52,63,96
식물성장관찰세트(10인용)/ 132,000 … 422
식물세포의 구조/ 220,000 … ………… 447
식물압착기/ 165,000 …………………… 430
식물압착기(5인용)/ 19,800 … ………… 513
식물의관다발관찰용색소/ 22,000 … 72,422
식물의세계디자인(PS열쇠고리만들기)-6인용/ 4,840 … 73,195,495
식물의한살이미니북(5인용)/ 15,400 … 513
식물의한살이미니북만들기/ 14,300 …… 525
식물채집세트/ 79,200 ………………… 43,430
식물채집통/ 44,000 … ……………… 43,430
식물카드(VR기능)/ 34,100 …… 8,42,52,63,97
식물표본20종(아크릴)/ 341,000 … …… 449
식물표본25종/15종/ 198,000 … ……… 450
식물표본A형(벽걸이용)/ 286,000 ……… 450
식물표본B형(벽걸이용)/ 286,000 ……… 450
식물표본C형(벽걸이용)/ 286,000 … … 450
식물표본D형(벽걸이용)/ 286,000 ……… 450
식물화석만들기(5인용)/ 28,600 … …… 509
식물화석표본(5종)/ 44,000 … ……………411
식용구연산(450g)/ 9,900 … ……………… 47
식용색소/ 4,400 ……………………… 56,551

찾아보기
식용소다(1kg)/ 11,000 ……………………… 47
식품건조기/ 88,000 … …………………… 58
식품중아질산나트륨(발색제)검출실험키트(6종)/ 24,200 … 512
신경계모형/ 176,000 … ………………113,442
신기루실험기/ 44,000 … ……………… 216
신기물로켓발사대/ 363,000 …………… 490
신기한열쇠고리만들기(10인용)/ 24,200 …507
신기한진자(공명)/ 110,000 ……………… 167
신생대액자Ⅱ/ 187,000 … ……………… 414
신생대의생물/ 27,500 …………………… 419
신생대화석표본(10종)/ 132,000 … …… 412
신장(콩팥)구조모형(A형)/ 165,000 … … 447
신장(콩팥)구조모형(B형)/ 132,000 … … 447
신장,체중,비만도측정기/ 1,210,000 …… 545
신장측정기/ 264,000 …………………… 545
신호등(LED)세트/ 550,000 … ………… 486
실납/ 7,700 … …………………………… 549
실라카겔(데시게이터용)/ 17,600 … …… 370
실리스토퍼/ 4,400 ……………………… 363
실리콘관/ 33,000 … …………………… 363
실리콘마개/ 1,320 … …………………… 361
실리콘마개(1,2구)/ 1,650 … …………… 361
실리콘몰드화석만들기(6종)/ 11,000 ……… 50
실린더솔/ 2,750 … ……………………… 351
실물화상기(UHD1300만화소)/ 630,000 …109,124
실버플라스틱거울(10개입)/ 13,200 … … 216
실습용장갑(10개입)/ 22,000 ……………… 43
실습용정밀전자저울/ 1,045,000 … …… 140
실외센서온습도계(디지털)/ 33,000 …… 149
실전화기만들기(5인용)/ 9,900 …………… 46
실체멀티영상현미경(고급형)/ 2,420,000 … 477,482
실체현미경(휴대용)/ 44,000 …………… 432
실체현미경AKS-S(충전식SL,줌-Z)시리즈/ 462,000 …… 470
실체현미경PAR-C시리즈(교육용)/ 660,000 … 471
실체현미경PAR-S시리즈(교육용)/ 298,000 … 470
실패/ 880 ………………………………… 551
실험기구운반차(3단스텐망)/ 572,000 … 308
실험기구운반차(3단스텐판)/ 572,000 … 308
실험기구운반차(다용도PVC)/ 242,000 …308
실험기구운반차(와이어카트)/ 572,000 …309
실험기구운반차(초자.교구겸용)/ 990,000 … 308
실험복/ 26,400 … ………………… 108,346
실험복(순면)/ 48,400 …………………… 336
실험실용앞치마/ 5,500 ………………… 346
실험실판넬/ 44,000 … ………………… 346
실험용가열기구(스테인리스안전망)/ 79,200 …328
실험용광물/ 27,500 ……………………… 416
실험용금속판세트/ 17,600 ……………… 284
실험용수레/ 13,200 ……………………… 174
심장과폐의혈액순환모형/ 132,000 … 80,447
심장구조모형/ 198,000 ………………… 446
심장운동과혈액순환모형/ 770,000 …… 421
심장해부입체퍼즐/ 66,000 … ………… 531

심폐소생마네킹(모니터형)/ 572,000 … 337
심폐소생마네킹(보급형)/ 385,000 … … 337
심폐소생마네킹(일반형)/ 440,000 … … 337
심폐소생술(CPR)요령판넬/ 165,000 … 347
심폐소생연습용마네킹(나스코)/ 660,000 … 336
싹틔우기관찰세트/ 5,500 ………………… 52
쌍날개전동풍력자동차/ 4,950 … ……… 495
쌍안경(포켓용)/ 66,000 ………………115,459
쌍안고급형충전식LED생물현미경시리즈/ 600,000 …467
쌍안생물현미경AKS-B(충전식BL)시리즈/ 1,034,000 …… 468
쌍안생물현미경AKS-RB(충전식RBL)시리즈/ 814,000 … 469
쌍안실체현미경-보급형/ 495,000 … … 470
쌍진자-에너지전달/ 220,000 … ……… 169
씨앗의표본40종(아크릴)/ 242,000 … … 449
씨앗표본/ 198,000 …………………… 97,450
씽킹퍼티(생각하는반죽)/ 77,000 ……… 240

아
아날로그멀티테스터기/ 66,000 … …… 156
아네로이드기압계/ 132,000 … … 100,115,376
아두이노스마트홈키트/ 110,000 … ……… 24
아두이노오렌지보드(한국형)/ 44,000 …… 19,267
아두이노오렌지보드BLE(한국형)/ 55,000 … 19,267
아두이노우노R3(USB연결선포함)/14,300 … … 24
아두이노지니어스키트(한국형)/ 165,000 …19,267
아로마비누만들기(10인용)/ 33,000 …… 508
아로마젤리향초(10인용)/ 27,500 ……… 508
아로마향초만들기(10인용)/ 27,500 …… 509
아리안로켓만들기/ 16,500 ……………… 533
아밀라체(침)으로모양만들기(5인용)/ 14,300 …291
아이스볼(인조얼음)-10개입/ 16,500 … 284
아이스쿨팩만들기(10인용)/ 13,200 … … 510
아침이되면멜로디가울리는회로5인용(브레드보드)/ 28,600 … 544
아크릴(플라스틱)거울-잠망경용/ 3,300 …60
아크릴거울(잠망경용)10개입/ 4,400 … … 60
아크릴절단용칼/ 8,800 ………………… 351
아크릴표본(동,식물발아과정/한살이)/ 121,000 … 449
아폴로물로켓발사대(전기식)/ 297,000 …490
안구세척기/ 330,000 …………………… 345
안구세척기(벽부착형)/ 440,000 … …… 345
안구해부입체퍼즐/ 66,000 … ………… 531
안대/ 1,320 … ……………………………… 33
안전깔대기/ 11,000 ……………………… 368
안전마스크/ 880 ………………………… 343
안전마스크(냄새제거용)/ 5,500 … …… 343
안전마스크(방진용)/ 2,200 … ………… 343
안전모/ 13,200 …………………………… 346
안전보호구함(양문형)/ 1,180,000 ……… 338
안전삼발이(기어조절식)/ 77,000 ……… 325
안전삼발이(다목적고급형)/ 132,000 … 325
안전삼발이(스테인리스)/ 44,000 ……… 326
안전실험대/ 121,000 … ………………… 346

앉은뱅이저울/ 16,500 ………………… 92,145
알루미늄디쉬(일회용)/ 33,000 ………… 355
알루미늄시험관대/ 17,600 ……………… 314
알루미늄원료및생산제품표본/ 77,000 … 418
알루미늄컵/ 19,800 ……………………115,382
알루미늄태그(목걸이)만들기(5인용)/ 17,600 …523
알지네이트(500g)/ 16,500 ………………… 50
알코올권총만들기(10인용)/ 24,200 …… 507
알코올로켓발사대/ 13,200 ……………… 492
알콜권총만들기(10인용)-시험관용/44,000 … 505
알콜램프(스텐기화식)/ 19,800 ………… 327
알콜램프(스텐심지식)/ 19,800 ………… 327
알콜램프(스텐제)신형/ 38,500 ………… 327
알콜램프(유리)/ 3,740 …………………… 327
알콜램프뚜껑/ 1,430 … ………………… 327
알콜램프심지/ 2,200 … ………………… 327
알콜램프안전장치대/ 36,300 … ……… 326
알콜램프애자/ 1,430 … ………………… 327
알콜솜/ 8,800 …………………………… 426
알콜주입용안전덮개/ 24,200 … ……… 327
알파에어로켓/ 2,860 … ………………… 493
알파에어로켓재료구성품(옵션선택)/ 4,400 … 493
암모나이트전시용화석/ 77,000 ………… 100
암모나이트화석표본(5종)/ 154,000 ………411
암석광물표본(40종)/ 242,000 … …………411
암석박편/ 132,000 … …………………… 415
암석연마기/ 154,000 …………………… 410
암석의생성액자Ⅱ/ 165,000 …………… 414
암석의순환액자Ⅱ/ 165,000 …………… 414
암석표본핸드북/ 330,000 ……………… 416
압력계달린주사기/ 33,000 … ………107,231
압전세라믹/ 3,300 ……………………… 329
압전소자로LED에불켜기(5인용)/ 17,600 …… 506
압축탈지면(450g)/ 11,000 ………………… 69
압화(생화)열쇠고리만들기(5인용)/ 19,800 …… 72
앙부일구(교사용)/ 660,000 … ………… 389
앙부일구(대형)/ 440,000 … …………… 389
앙부일구(학생용)/ 220,000 … ………… 389
앙부일구(휴대용)/ 66,000 ……………… 389
앙부일구만들기/ 9,900 ………………… 528
앙부일구만들기(HJ)/ 3,300 … ………… 522
앙부일구만들기(K)/ 8,800 ……………… 533
앞치마(방수)/ 16,500 … ………………… 346
액정온도계(10개입)/ 66,000 …………… 149
액체압력비교실험기/ 55,000 … ……… 230
액체의임계각실험기/ 132,000 … ……… 230
액체자석(자성체)공만들기(10인용)/ 33,000 …240
액체자석만들기세트(5인용)/ 22,000 …40,291
액침표본(동물)/ 121,000 ……………452~453
액침표본(발육순서)/ 143,000 … ……… 451
액침표본(식물발아순서및동물발육순서)/ 121,000 … 451
야곱의사다리(5인용)/ 24,200 … ………… 29
야광별자리돔/ 6,600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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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손가락모양만들기(10인용)/ 28,600 …510
야광손난로만들기(10인용)/ 15,400 … … 524
야광안경만들기(10인용)/ 27,500 ……… 508
야광액체괴물만들기(야광슬라임)(10인용)/ 18,700 … 521
야광탱탱볼가루(50명분)/ 33,000 ……… 515
야광탱탱볼만들기(10인용)/ 12,100 … 34,515
야광팔찌만들기(10인용)/ 24,200 ……… 508
야생동물모형/ 154,000 ………………… 451
야책(전문가)/ 48,400 …………………… 430
약숟가락(PVC)/ 13,200 ………………… 352
약숟가락(스텐)/ 1,650 …………………… 352
약숟가락(시럽스푼)/ 5,500 … ………… 352
약컵/ 5,500 ……………………………… 352
약포지/ 6,600 …………………………… 355
양면거울/ 5,500 ………………………… 215
양면오목, 볼록거울(대형)/ 440,000 …… 215
양배추시험지-사각 (A4)/ 7,700 … …… 354
양배추시험지-원형 (110mm)/ 1,100 …… 354
양배추지시약/ 15,400 ……………………… 76
양배추지시약(3g)/ 14,300 ………………… 76
양배추지시약(티백형)/ 14,300 … ………… 76
양쪽스위치/ 13,200 ……………………… 268
양쪽피복벗긴전선/ 990 …………………… 87
양초(12cm,20개입)/ 9,900 ………………… 90
양초받침대(5개입)/ 6,600 …………… 90,329
양초받침대(스텐제)/ 2,200 … ………… 329
양초받침대(착탈식)/ 2,860 … ………… 329
양파표피(핵)프레파라트/ 33,000 ………… 73
양파프레파라트(5종)/ 33,000 … ………… 73
양팔저울(5개입)/ 28,600 … …………… 532
양팔저울(레버지레, 소형)/ 110,000 …… 144
양팔저울(목상자입)/ 55,000 ………… 92,144
양팔저울(스탠드식)/ 44,000 ………54,92,144
양팔저울(신형)/ 99,000 ………………… 144
어두우면켜지는자동조명등수면등취침등5인용(브레드보드)/ 28,600 … 544
어둠상자(신형)/ 26,400 ………………… 212
어둠상자(일반형)/ 33,000 ……………… 212
어둠상자(종이)/ 3,300 … ………………… 83
어린이보안경/ 11,000 …………………… 345
어성초바스붐만들기(5인용)/ 22,000 … 496
어성초천연비누만들기(10인세트)/ 24,200 … 496
어항(플라스틱)/ 44,000 ………………… 429
얼음의무게와부피변화관찰세트/ 38,500 … … 57
얼음주머니(아이스팩)-6인치/ 9,900 … … 66
에그타이머/ 13,200 ……………………… 229
에나멜선/ 38,500 … …………………… 546
에너지전환실험세트/ 154,000 ………… 278
에르스테르실험기/ 26,400 … ………… 249
에어로켓(페트병용)/ 6,600 … ………… 491
에어로켓발사대/ 165,000 ……………… 489
에어볼링(공기대포)(5인용)/ 14,300 …… 523
에어제트로켓/ 29,700 ………………………511
에어플로팅글로브/ 22,000 … ……………511

에코마이크만들기(10인용)/ 15,400 … … 518
에코사이언스/ 26,400 … ……………… 530
에펠탑(불빛형)/ 57,200 ………………… 499
엑서하트/ 440,000 ………………………… 28
엔트리봇/ 44,000 … …………………… 519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불빛형)/ 28,600 …… 499
여러가지결정체광물표본/ 143,000 …… 418
여러가지공룡모형/ 3,300 ………………… 33
여러가지나비표본/ 264,000 …………… 455
여러가지렌즈모음(12종)/ 39,600 ……… 213
여러가지렌즈모음(8종)/ 44,000 … …… 213
여러가지모양철솜가루만들기(5인용)/ 22,000 …523
여러가지못세트/ 2,200 … ………………… 81
여러가지색깔의우드락지층실험/ 3,300 ……49,62,501
여러가지섬유표본/ 66,000 … ………… 419
여러가지씨앗(6종)/ 14,300 … …………… 51
여러가지양식종류/ 154,000 …………… 455
여러가지연료표본/ 77,000 ……………… 417
여러가지용액세트(8종)/ 23,100 … ……… 76
여러가지음색을내는파이프(Musical Pipe)/ 8,800 … 191
여러가지자석세트/ 110,000 … ………… 238
여러가지전구세트(18종)/ 33,000 ……… 271
여러가지전지세트(12종)/ 33,000 ……… 271
여러가지투명컵(3종)/ 33,000 … ………… 44
여러가지풍선/ 1,540 … …………………… 44
여자생식기구조A형/ 253,000 … ……114,448
여자생식기구조B형/ 154,000 … ……… 448
여자생식기모형(입체식)/ 165,000 … … 448
여지핀셋/ 3,300 ………………………… 425
역암표본(10종)/ 27,500 ………………… 408
역핀셋/ 6,600 …………………………… 425
역학용금속추/ 55,000 … ……………… 165
역학용수레(고등)/ 88,000 ……………… 174
역학용수레(다용도수레)/ 15,400 … …… 174
역학용수레(운동에너지용)/ 77,000 …… 174
역학용수레(정밀형)/ 110,000 …………… 174
역학용수레(중등)/ 77,000 ……………… 174
역학용전동차/ 26,400 … ……………… 174
역학적에너지실험기/ 176,000 … …………171
역학적에너지실험기(트리플코스터)/ 770,000 … 13,235
역학적에너지실험장치/ 880,000 …… 17,171
역학활주대(빗면활주대)/ 176,000 … … 177
연결관/ 2,200 … ………………………… 369
연결관(PVC)/ 1,650 ……………………… 359
연결관주사기/ 1,210 … ………………… 350
연결핀세트(대형)/ 27,500 ……………… 541
연료전지(리버시블타입)/ 132,000 … ……131
연소숟가락(플라스틱받침)/ 5,500 … … 329
연소숟가락(황동제)/ 3,300 … ………… 329
연주하는호루라기(5인용)/ 23,100 …… 523
연통관/ 77,000 …………………………… 235
열감지종이/ 22,000 … ……………… 67,228
열감지종이(10cm)/ 4,400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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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만들기/ 5,500 …………………… 531
열기구만들기(봉투형)-5인용/ 19,800 …… 68
열기구만들기(철사용)-5인용/ 16,500 …… 68
열기구만들기용비닐/ 24,200 … ………… 69
열기구안전망/ 33,000 … ………………… 69
열량계(AL케이스)/ 24,200 ……………… 227
열량계(줄열,비열겸용)/ 26,400 ………… 226
열량계(투명)/ 66,000 …………………… 227
열받는PS판/ 12,100 ……………………… 229
열변색구리판/ 3,300 ……………………… 67
열변색물감칠한쇠막대/ 2,640 … ………… 67
열변색붙인긴구리판/ 2,640 … …………… 67
열변색붙인긴유리판/ 1,980 … …………… 67
열변색붙임딱지/ 4,400 …………………… 67
열변색붙임딱지(A4,고온용)/ 4,400 ……… 67
열변색손난로만들기(10인용)/ 15,400 … 524
열변색시온물감(수성,붓,팔레트포함)-3종/ 33,000 … 66
열변색탱탱볼만들기(10인용)/ 14,300 … … 34
열쇠고리줄/ 6,600 ……………………… 552
열전구만/ 22,000 … ……………………… 75
열전구전기스탠드(광량조절식)/ 66,000 … 75,89
열전도비교실험기(방사형)/ 22,000 …… 225
열전도비교실험기(보급형)/ 19,800 …… 225
열전도비교실험기(스탠드식)/ 55,000 …… 95,225
열전도비교실험기(신형)/ 38,500 ……… 225
열전도삼발이/ 11,000 …………………… 326
염도계(굴절식)/ 165,000 … …………… 160
염도계만들기(5인용)/ 22,000 … ………… 74
염도측정기(염보오메도)/ 6,600 … …… 160
염화칼슘관/ 17,600 ……………………… 373
염화코발트지/ 4,400 …………………… 354
염화코발트지(외산)/ 44,000 …………… 354
영구프레파라트(100매)/ 242,000 ……114,434
영구프레파라트(25매)/ 88,000 ……… 97,435
영구프레파라트(5매)/ 39,600 … ……… 435
영구프레파라트세트/ 297,000 ………… 434
영상실체현미경AKS-HS350/ 1,760,000 … 481
영양소검출반응 실험키트+침(아밀라아제)의소화+녹말과포도당의흡수/ 66,000 …290
영양소검출반응실험키트(4인용)/ 33,000 … 290
영양소검출반응실험키트+침(아밀라아제)의소화/ 48,400 … 290
영양소검출시약(5종)/ 33,000 … ……… 290
영양소검출실험세트(11종)/ 55,000 … … 290
영양소를찾아라(5인용)/ 33,000 … ……… 32
영양소용액세트(5종)/ 33,000 … ……… 290
오뚜기착시회전팽이(일반형)(LED형)(5인용)/
6,600 … …………………………………… 517
오리온좌/ 198,000 ……………………… 398
오목렌즈(7종)/ 26,400 … ……………… 214
오목받침유리(1홀슬라이드그라스)/55,000 …86,435
오목한플라스틱그릇(4개입)/ 9,900 ……… 33
오비탈궤도식모형(22종294점)/ 154,000 …… 300
오비탈궤도식모형(24종368점)/ 198,000 …134,300
오비탈궤도식모형(26종472점)/ 253,000 …… 300

찾아보기
오수정화빨대(라이프스트로우)/ 66,000 … 64,98
오실로스코프(20MHz)/ 990,000 … 133,267
오실로스코프(PC연결형)/ 990,000 …… 267
오줌싸개인형(1개입)/ 1,320 … ………… 229
옥수수발아과정/ 143,000 ……………… 455
온도계고리(10개입)/ 3,300 … …………… 66
온도계꽂이/ 13,200 ……………………… 147
온도계받침대(PVC)/ 16,500 ……………… 66
온도계받침대(종이)-5개입/ 9,900 … …… 66
온도계보관대/ 66,000 … ……………… 147
온도계홀더/ 22,000 … ………………… 147
온도조절장치(어항용)/ 24,200 ………… 429
온도차발전기실험세트/ 24,200 … …… 225
온도차발전실험기/ 66,000 … ………… 278
온습도계(기록식)-USB타입A형/ 330,000 … 150
온습도계(기록식)-USB타입B형/ 330,000 … 150
온습도계(판부)/ 13,200 … ……………… 149
옴의법칙설명기/ 99,000 … …………… 261
옷감만들기(5인용)/ 12,100 ……………… 526
와전류실험기(렌츠의법칙실험기)/ 66,000 … 248
완족류화석표본(5종)/ 132,000 ……………411
요술저금통만들기(5인용)/ 12,100 ……… 526
요오드화칼륨녹말종이/ 55,000 … …… 355
용수철(200mm)/ 4,400 ………………… 166
용수철(2종)/ 2,750 ……………………… 166
용수철(3종)/ 3,850 ……………………… 166
용수철(5종)/ 6,600 ……………………… 166
용수철(당김용)/ 5,500 … …………37,53,166
용수철(밈용)/ 26,400 …………………… 166
용수철(지시바늘5종)/ 16,500 … ……… 166
용수철(탄성용,당김)/ 1,320 … ………… 166
용수철(탄성용누름)/ 1,650 …………… 37,166
용수철실험장치/ 55,000 … ………… 53,163
용수철실험장치(비교형)/ 110,000 ……… 163
용수철저울(투명원형)/ 8,800 …54,95,110,167
용수철저울만들기(100g용)-5인용/ 12,100 … 507
용수철저울세트(6종)/ 66,000 … …… 54,167
용액과고체전도실험세트/ 66,000 … … 282
우드크래프트/ 3,300 …………………… 531
우드클레이화산모형만들기(5인용)/14,300 … 521
우량계(3종)/ 143,000 …………………… 376
우량계(소형)/ 77,000 …………………… 376
우레탄줄/ 2,200 … ………………………… 55
우리나라의화석/ 27,500 ………………… 419
우리몸속탐구/ 4,840 … ……………………511
우리별위성만들기/ 6,600 ……………… 533
우리별위성아리안로켓/ 23,100 ………… 533
우산비닐봉투(100매입)/ 8,800 …………… 80
우주개발사진세트/ 24,200 … ………… 391
우주개발의역사CD/ 88,000 …………… 392
우주개발포스터/ 27,500 ………………… 393
우주망원경으로본별의일생CD/ 88,000 …392
우주본/ 792,000 ………………………… 397

우주선진동로봇/ 7,700 … ……………… 520
우주에서본지구CD/ 88,000 …………… 392
우주에서본지구사진세트/ 24,200 … … 391
우주에서본지구포스터/ 27,500 ………… 393
우주왕복선/ 3,300 ……………………… 539
우주왕복선아틀란티스/ 23,100 ………… 533
우주왕복선에어로켓(5인용)/ 17,600 …… 491
우주팽창실험세트(10인용)/ 9,900 … ……116
운동에너지,위치에너지,빗면실험/352,000 … 173
운동화털이기/ 39,600 … ……………… 339
운모박편/ 39,600 … …………………… 415
운반용수레/ 484,000 …………………… 308
움직이는그림만들기(3인용)/ 44,000 … … 29
움직이는그림만들기(5인용)/ 13,200 …… 81
워킹메타(롤러자)/ 121,000 ……………… 154
원목테트리스-고급형/ 22,000 ………… 525
원소불꽃반응(10인용)/ 26,400 ……… 90,288
원소주기율표/ 77,000 …………………131,306
원소주기율표롤포스터/ 66,000 … ………131
원소카드/ 17,600 ………………………… 306
원심관/ 3,850 … ………………………… 359
원심관랙 (PP)/ 5,500 …………………… 320
원심분리기(고급형)/ 770,000 … ……… 332
원심분리기(보급형)/ 440,000 … ……… 332
원심분리기(소형)/ 385,000 … ……… 25,331
원예공구세트/ 48,400 … ……………… 430
원자구조모형/ 165,000 ………………… 304
원자구조설명기/ 154,000 ……………… 304
원자궤도모형(14종)/ 88,000 …………… 299
원자모델세트A형/ 154,000 … ………… 302
원자의모델/ 154,000 …………………… 304
원자의활동모델/ 88,000 … …………… 302
원통실린더확대경/ 13,200 ……………… 218
원통형거울/ 44,000 … ………………… 215
원형놀이판/ 28,600 … …………………… 93
원형도선자기장실험기/ 48,400 … …… 250
원형루페(고급형)/ 55,000 ……………… 431
원형루페(보급형)/ 16,500 … ………… 57,431
원형수조(PVC)/ 7,700 … ……… 39,108,358
원형온,습도계/ 22,000 … ………… 100,146
원형온도계(사우나 온도계)/ 33,000 … 149
원형칼라자석/ 8,800 …………………… 238
원형칼라자석(손잡이부)-목재/ 13,200 … 237
웨더스테이션/ 26,400 … ……………… 530
위구조모형/ 132,000 … ………………… 445
위그선만들기(5인용)/ 14,300 … ……… 523
위도조절해시계(5인용)/ 14,300 … …… 502
위모형/ 154,000 ………………………… 445
위성변화조명달본/ 286,000 …………… 400
위치에너지실험기(속도측정기포함)/ 330,000 …… 177
위치에너지전환측정기, 중력가속도측정기/165,000 … 173
위치에너지측정장치/ 88,000 … ……… 177
유기(무기)분자결합구조모형(232점)/ 121,000 … 298

유기(무기)분자구조모형(310점)/ 143,000 … 298
유기-비유기화학모델/ 88,000 ………… 302
유기화학모형/ 110,000 … ……………… 301
유기화학물분자(120점)/ 44,000 … …… 299
유기화학물분자(8종38점)/ 26,400 … … 299
유도코일(A형)/ 1,430,000 ……………… 257
유도코일(B형)/ 594,000 ………………… 257
유도코일(C형)/ 363,000 … …………… 257
유도코일(신형)/ 880,000 … …………… 257
유리관/ 880 ……………………………… 369
유리관절단기(대형)/ 60,500 …………… 350
유리관절단기(소형)/ 26,400 …………… 350
유리기구건조대/ 495,000 ……………… 312
유리막대/ 1,320 … ……………………… 369
유리원료및유리생산제품표본/ 77,000 … 417
유리종/ 13,200 …………………………… 373
유리칼(손잡이형)/ 6,600 … …………… 350
유리컵/ 1,650 … ………………… 38,47,546
유리판/ 550 ……………………………… 553
유산지/ 6,600 …………………………… 355
유수대(PVC각도조절식)/ 110,000 … … 403
유수대(신형)/ 176,000 … ……………… 403
유수대(일반)/ 165,000 … ……………… 403
유수대(조절식)/ 363,000 … …………… 403
유채꽃,백합프레파라트/ 11,000 ………… 72
윷놀이5인용(브레드보드)/ 48,400 … … 543
은거울반응(10인용)/ 26,400 …………… 509
은나무구리나무(5인용)/ 16,500 … …… 506
은나무만들기(5인용)/ 44,000 … ………… 31
은하로가득찬우주CD/ 88,000 ………… 392
은하사진세트/ 24,200 … ……………… 391
은하사진세트(30매)/ 26,400 …………… 391
은하포스터/ 27,500 ……………………… 393
음극선과 전자빔 관찰장치(형광판)/ 660,000 …… 259
음극선과 전자빔 관찰장치(회전차)/ 660,000 …… 259
음석녹음기만들기(1인용)/ 11,000 ……… 518
음주체험고글세트/ 341,000 …………… 338
응급눈세척기/ 15,400 …………………… 344
응급눈체석기함세트/ 88,000 …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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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측정기(간이식)/ 132,000 … …… 159
전자파측정기(디지털식)/ 275,000 … … 159
전자파측정기(신형)/ 198,000 … ……… 159

전자파측정기(칼라LCD형)/ 440,000 … 158
전자파측정기스마트이엠체커/ 26,400 … 159
전정가위/ 11,000 ………………………… 430
전족판/ 19,800 …………………………… 428
전지끼우개(AAM용)/ 5,500 … ………… 269
전지끼우개(DM용)/ 5,500 ……………… 269
전지끼우개(옵션선택)/ 660 … ………… 269
전지전자공구세트/ 154,000 …………… 547
전항력실험장치/ 165,000 ……………… 405
전해질전기회로/ 6,600 ………………… 538
점보가열판(디지털식)/ 1,100,000 ……… 331
점보가열판(아날로그식)/ 880,000 … … 331
점보디지털타이머/ 55,000 … ………… 152
점적병(갈색)/ 4,840 … ………………… 366
점적병(백색)/ 4,400 … ………………… 366
점적병보관대(30ml용,8구)/ 17,600 … …… 76
점프에어로켓/ 4,840 … ………………… 491
점프에어로켓발사대/ 9,900 …………… 491
접시저울/ 44,000 … ………………… 92,145
접안렌즈/ 48,400 … …………………… 485
접안마이크로메타세트/ 66,000 … …… 485
접안용디지털카메라/ 396,000 ………… 486
접지테스터기(디지털)/ 396,000 … …… 156
접지테스터기(아날로그)/ 363,000 … … 156
접착형슬라이드(20개입)/ 66,000 ……… 436
접촉측각기/ 26,400 … ………………… 406
정밀음차/ 36,300 … ………………………191
정상파(진동발생기)실험기세트/ 990,000 … 188
정수기시스템원리키트/ 15,400 ………… 503
정역학실험세트/ 264,000 ……………… 170
정역학장치/ 385,000 ……………………… 14
정육면체만화경만들기/ 19,800 ……… 61,526
정전고압발생장치/ 418,000 …………… 252
정전고압발생장치(교사용)/ 660,000 … 252
정전기감지기5인용(브레드보드)/ 26,400 … 543
정전기볼/ 77,000 ………………………… 254
정전기실험/ 26,400 … ………………… 530
정전기실험세트/ 484,000 ……………… 258
정전기실험스틱/ 44,000 … …………… 254
정전기실험용방울(5인용)/ 28,600 … … 501
정전기유도쌍진자/ 319,000 …………… 252
정지관성/ 36,300 … …………………… 182
제산제(10개입)/ 3,300 … ………………… 78
제트엔진모형만들기/ 88,000 … ………… 23
젠가(쌓기용)/ 16,500 … ……………… 44,63
조개,나뭇잎화석만들기(10인용)/ 24,200 50
조개껍데기/ 1,100 … ……………………… 50
조개화석모형만들기(6인용)/ 14,300 … … 50
조개화석세트/ 55,000 … ………………… 50
조개화석표본12종/ 55,000 … …………… 49
조도계/ 220,000 ………………………… 159
조도계(간이밝기측정기)/ 110,000 ……… 159
조도계(센서분리형)/ 187,000 …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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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센서일체형)/ 110,000 …………… 158
조도계(정밀형)/ 242,000 … …………… 158
조류관찰망원경/ 990,000 ……………… 458
조류및자연관찰용망원경/ 990,000 …… 457
조륙운동실험세트/ 418,000 …………… 403
조리용온도계/ 33,000 … ………………… 66
조립식무한착시반사거울(5인용)/ 22,000 … 516
조립식시험관대/ 8,800 ………………… 315
조립식천체망원경40400(1인용)/ 29,700 …… 513
조립식태양계행성퍼즐(5인용)/ 14,300 … 69,516
조립형(DIY)드론(FQS1)/ 99,000 … ……… 21
조명루페(LED)/ 24,200 ………………… 431
조명장치(300W)/ 132,000 ……………… 208
조명장치(신형,300W)/ 154,000 … … 112,211
조명확대경(판넬형)/ 15,400 … ………… 218
조암광물표본(10종)/ 66,000 …………… 410
조흔색광물표본(12종)/ 66,000 ………… 412
조흔판/ 4,400 …………………………… 406
졸보기,오목렌즈(스텐)/ 4,400 … ……… 218
좁고긴구리판,유리판/ 1,320 ……………… 67
좁은,넓은원통형그릇/ 19,800 … ……… 236
종이를만들어보자세트/ 14,300 …………… 56
종이만들기틀/ 19,800 ……………………… 56
종이망원경/ 3,300 …………………………511
종이비행기에어쇼/ 23,100 ……………… 533
종이상자/ 4,400 ………………………… 212
종자병/ 6,600 …………………………… 373
종합광학실험장치/ 264,000 …………… 204
종합광학실험장치(신형)/ 990,000 … … 197
종합광학실험키트/ 330,000 …………… 199
종합빛합성실험기A형/ 132,000 … …… 195
종합빛합성실험기B형/ 66,000 ………… 195
종합자석세트(11종)/ 36,300 … ……… 42,238
주사기(PVC)/ 330 … …………… 45,85,350
주사기(유리)/ 7,700 ……………………… 350
주사기마개/ 1,210 … …………………… 350
주사약병(만능병-갈색)/ 880 …………… 367
주사약병(만능병-백색)/ 660 …………… 367
주향경사실험장치/ 110,000 … …… 133,405
줄세트/ 44,000 … ……………………… 549
줄열실험장치(스큐류식)/ 154,000 … … 226
줄열실험장치(열변환형)/ 33,000 ……… 226
줄열실험장치(투명)/ 132,000 … ……… 226
줄자(강철제)/ 3,300 … ……………… 79,153
줄자(에스론제)/ 3,300 … …………… 79,153
줄칼/ 11,000 ……………………………… 351
줌쌍안실체현미경:OSZ-745/ 1,210,000 …474
중고등무선MBL실험세트/ 2,200,000 …… 2
중생대액자Ⅱ/ 187,000 … ……………… 414
중생대의생물/ 27,500 …………………… 419
중생대화석표본(10종)/ 132,000 … …… 412
중심잡는새(평형새)/ 4,400 … ………… 502
중탕냄비/ 55,000 … …………………… 329

즉석활성건조효모/ 5,500 ………………… 86
증류수제조기/ 660,000 ………………… 332
증류수제조장치/ 330,000 ……………… 373
증류수통/ 49,500 … …………………… 321
증류장치/ 220,000 ……………………… 374
증발접시/ 6,600 ………………………… 360
증발접시집게/ 15,400 …………………… 330
증발접시집게(스프링식)/ 6,600 … …… 330
지각구조모형/ 165,000 ………………… 407
지관카메라&케플러망원경만들기/ 6,600 … … 84
지구,태양,달세트/ 66,000 ……………… 388
지구과학무선MBL실험세트/ 2,200,000 3
지구내부구조모형/ 165,000 …………115,407
지구내부만들기(5인용)/ 14,300 … …… 502
지구모형측정기/ 132,000 … …………… 397
지구모형키트/ 110,000 … ……………… 390
지구본부착용관측자판/시간판/ 5,500 … 89,99,386
지구에서사라지는세계의공룡들/ 13,200 33
지구와달Ver2.1/ 8,800 … ……………… 527
지구와달모습카드/ 3,300 ………………… 41
지구와달의운동모형만들기/ 3,300 ……41,83
지구의(교사용)/ 798,600 … …………… 394
지구의(실습용)/ 105,600 … …………… 394
지구의구조만들기/ 7,700 … …………… 533
지구인형(10개입)/ 8,800 … ……………… 41
지도용나침반/ 27,500 …………………… 244
지레실험장치/ 187,000 … ……………… 175
지문감식실험키트/ 17,600 ……………… 503
지문명함만들기(5인용)/ 19,800 … ……… 31
지문채취3종실험세트(분말,액체,기체법10인용)/ 24,200 … 502
지문채취-액체,분말법(10인용)/ 19,800 … 75,508
지시약꽃만들기(5인용)/ 39,600 … ……31,75
지중온도계/ 132,000 … ………………… 376
지진감지기충격감지기5인용(브레드보드)/ 48,400 … 543
지진대와화산활동(판넬)/ 110,000 ………… 63
지진발생기/ 242,000 …………………… 404
지진발생설명기(수동식)/ 363,000 … … 404
지진발생시대처요령(판넬)/ 110,000 ……… 63
지진실험키트/ 24,200 … ………………… 62
지진액상화현상실험장치/ 880,000 ……… 11
지진이일어나면(판넬)/ 110,000 …………… 63
지진초기대응키트(개인용)/ 58,300 …… 342
지진파설명기(대형)/ 550,000 … ……… 187
지진활동(판넬)/ 110,000 …………………… 63
지질시대액자Ⅱ/ 187,000 … …………… 414
지질조사용구세트/ 132,000 … ………115,405
지층공룡화석발굴키트/ 22,000 … ……… 50
지층과지층구조만들기(5인용)/ 22,000 … 48
지층모형/ 143,000 ……………… 48,99,407
지층모형3종(단층,습곡,수평층)/ 132,000 … 407
지층모형만들기(식빵)/ 18,700 … ………… 48
지층퇴적암만들기(5인용)/ 22,000 … …… 48
지학망치/ 9,900 ………………………… 406

INDEX

직결클램프/ 22,000 … ………………… 324
직경측정용줄자/ 6,600 ………………… 153
직류,교류전류계/ 143,000 ……………… 156
직류,교류전압계/ 143,000 ……………… 156
직류,교류전원장치/ 264,000 …………… 266
직류전류계/ 33,000 … ………… 111,126,157
직류전압계/ 33,000 … ………… 111,126,157
직류전원공급장치(듀얼시리즈)/ 550,000 … 265
직류전원부하장치/ 16,500 ……………… 254
직류전원장치(다인용)/ 220,000 … …… 266
직류전원장치(디지털식15V)/ 242,000 … 111,265
직류전원장치(디지털식30V)/ 242,000 …111,127,265
직류전원장치(바늘지시식15V)/ 198,000 … 111,265
직류전원장치(바늘지시식30V)/ 220,000 …111,127,265
직물표본/ 176,000 … …………………… 450
직선광원장치(직선필라멘트전구)/ 72,600 … 219
직선도선자기장실험기/ 57,200 ………… 250
직시분광기(보급형)/…………… 88,000 221
직시분광기(특수형)/ 198,000 … ……… 221
직시분광기(프리즘)/ 77,000 …………… 221
직접그려보는AR코딩북/ 18,700 … ……… 15
진공낙하실험기/ 143,000 ……………… 233
진공방전관/ 374,000 …………………… 258
진공비이커/ 363,000 …………………… 364
진공시험관/ 132,000 … ………………… 369
진공실험용스피커/ 44,000 … ……… 45,231
진공실험장치(JP)/ 264,000 … ………… 232
진공실험장치(디지털식)/ 99,000 ……… 232
진공실험장치(신형)/ 39,600 …… 46,116,232
진공실험장치(압력계부착형)/ 55,000 … 232
진공실험장치(온도계부착형)/ 49,500 … 232
진공청소기5종게임(5인용)/ 22,000 …… 523
진공펌프/ 715,000 … …………………… 233
진동광섬유꽃만들기(5인용)/ 17,600 …… 223
진동로봇5인용(브레드보드)/ 41,800 … 543
진동에반응하는창작클레이(10인용)/ 24,200 … 521
진동카만들기(10인용)/ 36,300 ………… 506
진자실험세트/ 220,000 ………………… 168
진자운동비교실험장치/ 110,000 … …… 170
진자운동실험기(스탠드 장착형)/ 198,000 … 168
진자의공명/ 264,000 …………………… 169
진흙(1kg)/ 4,400 …………………………… 47
질량실험기/ 220,000 …………………… 167
질량용기/ 550 …………………………… 358
집게달린스냅/ 2,200 … ………………… 271
집게달린전선/ 1,320 … ………………… 271
집게달린전지끼우개/ 1,980 … ………… 269
집게있는자바라스탠드/ 15,400 ………… 208
집기병/ 3,300 …………………………… 370
집기병덮개(기체체취용)/ 13,200 … ……… 91
집기병덮개용유리판/ 770 ………………… 91
집음기(음파 확대기)/ 77,000 …………… 189
집중력테스트/ 16,500 …………………… 272

찾아보기
짚신벌레해캄프레파라트(2종1조)/ 11,000 … … 86
찌통/ 770 ………………………………… 546

차
차안기/ 11,000 …………………………… 545
착시팽이/ 26,400 … …………………… 210
착시현상왜따라와+매몬의상자(5인용)/ 19,800 … … 29
채혈기(PVC)/ 6,600 … ………………… 426
채혈핀(란셋)/ 7,700 ……………………… 426
척추(골격)모형(A형)/ 385,000 ………… 441
척추(골격)모형(B형)/ 363,000 ………… 441
척추(골격)모형(C형)/ 286,000 ………… 441
척추모형/ 132,000 … …………………… 441
천공기(전동식)/ 770,000 … …………… 349
천구의(500A)/ 726,000 ………………… 396
천구의(500B)/ 429,000 ………………… 396
천구의(500C)/ 217,800 ………………116,396
천구의만들기/ 9,900 …………………… 532
천문력(5인용)/ 6,600 …………………… 526
천연물파스만들기(5인용)/ 28,600 … … 510
천연버물리만들기세트(10인용)/ 39,600 …510
천연버물리만들기세트(스틱형10개)/ 39,600 …512
천연보습핸드크림만들기(10인용)/ 30,800 … 517
천연아로마향꽃만들기(10인용)/ 24,200 …522
천연염색손수건(10인용)/ 16,500 … ……… 78
천연지시약을이용한색변화실험(3가지실험.5인용)/ 36,300 … 30
천연화학물실험및향수만들기(5인용)/ 55,000 … 31
천체망원경(고급)/ 66,000 …………………511
천체망원경(굴절식,반사식)/ 330,000 … 458
천체망원경HT-mini v2(1인용)/ 8,800 … 513
천체망원경만들기/ 38,500 … ………… 525
천체망원경액세서리/ 88,000 … ……… 459
천체별자리투영기(교육용)/ 440,000 … 384
천체사진세트(30매)/ 26,400 …………… 391
철가루모래시계/ 19,800 ……………………151
철가루뿌리개/ 2,750 … ………………… 244
철막대/ 1,540 … …………………………… 68
철분브링크/ 44,000 … ………………… 244
철사/ 3,300 …………………………… 38,553
철재원료및강재표본/ 66,000 … ……… 418
철제스탠드세트/ 44,000 … ………… 53,322
철제스탠드세트(철제스탠드보드판세트)/ 198,000 …322
첨성대/ 3,300 …………………………… 539
청소로봇만들기/ 29,700 ………………… 529
체(2종3단)/ 29,700 ……………………… 406
체(4종5단)/ 48,400 ……………………… 406
체온계(디지털식)/ 22,000 ……………… 546
체인클램프/ 39,600 … ………………… 324
체중계(아날로그)/ 33,000 ……………… 146
초고속미러링/ 66,000 … ……………… 130
초등MBL실험세트/ 440,000 ……………… 2
초등교과서화석6종세트/ 99,000 ………… 49

초벌구이컵/ 8,800 ……………………… 360
초시계(고급형)/ 66,000 ……………………151
초시계(기계식)/ 154,000 … ………………151
초시계(보급형)/ 22,000 …………… 39,93,151
초시계(스텐제)/ 77,000 ……………………151
초시계(일반)/ 22,000 ……………… 39,93,151
초시계(탁상용)/ 110,000 ……………………151
초시계(토파)/ 33,000 ………………………151
초음파거리측정기/ 132,000 … ………… 154
초음파세척기/ 165,000 ………………… 334
초음파세척기(AJ)/ 965,000 … ………… 487
초음파세척기(SD시리즈)/ 1,430,000 … 334
초음파신장계/ 1,595,000 … …………… 545
초자건조대/ 550,000 …………………… 309
초전도체(대형)/ 583,000 … …………… 258
초중고용전자저울/ 198,000 ………… 138,141
초콜렛향초만들기(10인용)/ 24,200 …… 507
촉촉한자초핸드크림만들기(10인세트)/
22,000 … ………………………………… 496
촛불의연소조건/ 8,800 ………………… 538
최고최저온도계/ 15,400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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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티에(Peltier)소자/ 49,500 … ………… 278
편광장치/ 143,000 ……………………… 220
편광판/ 26,400 … ……………………… 220
편광필름(시트지)/ 17,600 … …………… 220
편광현미경(쌍안)MST-PM400P/ 1,430,000 …476
편광현미경:OSH-400PB/ 1,210,000 … 475
편광현미경:OSH-400PT/ 1,980,000 … 476
편광현미경:OSS-400PB,OSS-400PBF/ 1,100,000 … … 475
편광현미경:OSS-400PL,OSS-400PFL/770,000 … 475
편광현미경AKS-400P(충전식PL,쌍안BPL)시리즈/ 690,000 … 474
편마암표본(10종)/ 27,500 ……………… 408
평균대/ 7,700 … ………………………… 428
평량병/ 11,000 …………………………… 371
평면거울/ 2,750 … …………………… 60,215
평면거울(스탠드)/ 16,500 … …… 94,112,216
평면무마찰실험장치/ 330,000 ………… 173
평면자력선관찰실험기/ 55,000 … …… 245
평면자력선실험기/ 44,000 … ………… 245
평면자력선실험기(3판)/ 33,000 … …… 245
평면자력선실험기(원형)/ 33,000 ……… 245
폐모형만들기/ 7,700 … ………………… 537
폐수보관함(4구)/ 550,000 ……………… 337
폐수통/ 22,000 … ……………………… 321
폐수통운반카트/ 396,000 ……………… 337
폐시약깔대기/ 2,640 … ………………… 337
폐시약스티커(4종)/ 4,400 ……………… 337
폐품재활용미니태양광자동차(창작용)/ 13,200 …… 518
폐활량측정기/ 110,000 … ……………… 421
포도분말(50g)/ 16,500 … ………………… 77

포물선운동실험장치/ 154,000 ………… 175
포물선운동실험장치(정밀형)/ 132,000 … 175
포충망(교사용)/ 132,000 … …………… 427
포충망(학생용)/ 33,000 ……………… 57,427
포켓디지털온도계(고온용)/ 44,000 …… 147
포토게이트(Photogate)세트/ 770,000 …… 14
포토게이트세트/ 770,000 ……………… 233
폴리비닐알콜(PVA)/ 12,100 … …………… 34
표면장력/ 66,000 … …………………… 234
표면장력책갈피만들기(10인용)/ 26,400 …510
표본병/ 15,400 …………………………… 370
표준광물100/ 550,000 … ……………… 414
표준광물80/ 396,000 …………………… 413
표준음차(신형)/ 143,000 … ………… 10,189
표준음차A형/ 143,000 … ……………… 190
표준음차B형/ 176,000 … ……………… 190
표준음차공명상자/ 220,000 …………… 190
표준형쌍안경/ 110,000 … ……………115,459
푸른색염화코발트시험지/ 5,500 …… 91,354
푸코의진자(5인)/ 15,400 … …………… 514
품명받침대/ 3,300 ……………………… 551
풍력발전기/ 14,300 ……………………127,275
풍력발전기만들기/ 26,400 … ………… 529
풍력발전기만들기세트(수평축)/ 66,000 …127
풍력발전기세트(LED)/ 33,000 ………… 127
풍력발전의이용/ 8,800 ………………… 494
풍력자동차/ 11,000 ……………………… 525
풍선CD호버크래프트만들기(10인용)/ 15,400 …517
풍선자동차만들기(5인용)-여러가지색/ 8,800 ……… 78
풍선자동차만들기(5인용)-종이식/ 6,600 … … 78
풍선펌프/ 5,500 ……………………… 45,546
풍선헬리콥터(5인용)/ 7,700 …………… 531
풍향계(휴대용)/ 55,000 ………………… 376
풍향풍속계(디지털핸디형)/ 275,000 … 377
풍향풍속계(설치용,스텐)/ 880,000 …… 375
풍향풍속계(설치용디지털스텐)/2,090,000 … 375
풍향풍속계(이동용디지털식)/ 264,000 … 116,375
풍향풍속계만들기(10인용)/ 44,000 …… 515
풍향풍속계만들기(1인용)/ 14,300 ………… 75
풍향풍속계만들기(5개입)/ 28,600 … … 532
풍화실험모형세트(5인용)/ 11,000 …………116
프레파라트(세균4종)/ 22,000 … ………… 86
프레파라트(수생생물4종)/ 22,000 … …… 86
프리즘/ 11,000 ………………………… 96,217
플라스크솔/ 2,750 … …………………… 351
플라스크집게/ 15,400 …………………… 330
플라스틱거울(잠망경용)/ 3,300 … …… 212
플라스틱구슬/ 11,000 …………………… 352
플라스틱막대/ 880 ……………………… 552
플라스틱막대(쌓기용)-40PCS/ 8,800 …… 44
플라스틱바이알랙/ 12,100 ……………… 317
플라스틱병(관병)/ 1,100 …… 33,43,63,94,357
플라스틱원료및제품표본종류/ 77,000 … 418

플라스틱절단기/ 77,000 ………………… 351
플라스틱접시(막대자석용)-10개입/ 5,500 …… 39
플라스틱컵(2종)/ 1,320 … ………………… 45
플랑크상수실험장치/ 880,000 ………… 266
플랑크상수측정기/ 770,000 …………… 266
플랑크톤네트/ 88,000 … ……………… 427
플러렌모형만들기/ 13,200 ……………… 306
플러렌축구공(5인용)/ 15,400 … ……… 524
플러버탱탱볼만들기(5인용)/ 16,500 … … 32
플레밍왼손법칙실험기/ 55,000 … …… 251
피복벗기개/ 11,000 …………………… 87,549
피부구조모형(A형)/ 275,000 …………… 445
피부구조모형(B형)/ 132,000 …………113,445
피부구조모형(C형)/ 121,000 …………… 445
피사의사탑(불빛형)/ 28,600 …………… 499
피펫대(PP)/ 33,000 …………………… 319
피펫대(목제)/ 44,000 …………………… 319
피펫받침대/ 22,000 … ………………… 319
피펫솔/ 2,750 … ………………………… 351
피펫스탠드/ 121,000 … ………………… 319
피펫스탠드(회전형)/ 38,500 …………… 319
피펫펌프/ 24,200 … …………………… 363
피펫필러/ 8,800 ………………………… 363
핀셋/ 1,650 … …………………………… 425
핀셋(정밀작업용/TS-11)/ 2,640 … …… 425
핀셋(정밀작업용/TS-14)/ 2,640 … …… 425
핀셋(정밀작업용/TS-15)/ 2,640 … …… 425
핀셋, 약수저 보관대/ 55,000 … ……… 320
핀셋세트(5종)/ 39,600 … ……………… 425
핀치콕크/핀치클램프/ 1,980 …………… 324
필드루페8배율/ 19,800 ………………… 431
필름놀이(5인용)/ 19,800 … …………… 513
필름통/ 550 ……………………………… 551

하
하드스틱(납작)-100개입/ 3,300 … ……… 40
하루동안별의위치변화관찰기(교과서용)/22,000 …… 82
학생용LED쌍안실체현미경OSM시리즈/ 450,000 … 473
학생용LED충전식쌍안실체현미경OAM시리즈/ 520,000 … 472
학생용LED충전식쌍안실체현미경OSM시리즈/ 580,000 … 472
학생용고급형쌍안실체현미경:OS-13/24/ 550,000 …… 472
학생용단안생물현미경DBM-N시리즈/ 400,000 …… 460
학생용멀티영상현미경(생물)MST-A시리즈/ 1,320,000 …478,481
학생용모니터생물현미경AKS-MV(9인치-S)시리즈/ 1,705,000 …… 477
학생용모니터생물현미경AKS-RV(9인치-RS)시리즈/ 1,760,000 …… 478
학생용생물현미경(생물)AKS-DM(메카니칼)시리즈/ 462,000 …… 463
학생용생물현미경AKS-DL(동일축)시리즈/ 430,000 … 462
학생용생물현미경OSH-L시리즈/ 473,000 … 460
학생용생물현미경OSH-시리즈/ 440,000 … 463
학생용쌍안실체현미경OAM시리즈/380,000 …471
학생용충전식단안생물현미경DBM-MS시리즈/ 555,000 … 462
학생용충전식단안생물현미경DBM시리즈/451,000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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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충전식모니터형생물현미경DBM시리즈/ 1,980,000 … 479
학생용편광현미경MST-400PHB/400PA/770,000 … 474
학생용편광현미경OSH-400PL/ 880,000 … 475
학생용편광현미경TPM-400/ 660,000 …474
학생용현미경(생물)MST-B시리즈/ 341,000 …460
학생용현미경(생물)MST-B시리즈II/ 363,000 …461
학생용현미경(생물)MST-GB시리즈/ 407,000 …464
학생용현미경(생물)MST-G시리즈/ 385,000 …462
학생용현미경(생물)OSH-ML시리즈/ 572,000 …464
학생용현미경(생물,쌍안)MST-MB시리즈/ 990,000 … 468
학생용현미경(실체)MST-BS시리즈/ 440,000 … 472
학생용현미경(실체)MST-S시리즈/ 440,000 …471
학습용초시계/ 55,000 … ……………… 152
한난계/ 3,300 …………………………… 376
한약봉투/ 17,600 ………………………… 552
한지꽃천연가습기(5인용)/ 13,200 ……… 58
핫플레이트/ 66,000 … …………109,124,328
항온기/ 880,000 …………………… 124,333
항온수조 (원형)/ 660,000 ……………… 333
항온수조(디지털식)/ 1,320,000 …… 124,333
항온수조(아날로그식)/ 880,000 … 124,333
해부가위/ 5,500… ……………………… 425
해부가위(소형)/ 5,500 … ……………… 425
해부기(21종)/ 198,000 … ……………… 423
해부기(고급형)/ 66,000 ………………… 423
해부기(목상자)/ 48,400 ………………… 423
해부기(지갑형)/ 36,300 ………………114,423
해부접시/ 20,900 … …………………… 423
해부접시(받드형)/ 44,000 ……………… 423
해부침(2종)/ 4,400 ……………………… 423
해부침(T형)/ 33,000 … ………………… 423
해부침(핀분리형)/ 3,300 … …………… 423
해시계/ 5,500 …………………………… 539
해시계&태양고도계/ 6,600 … ………… 526
해시계(알루미늄)/ 83,600 ……………… 389
해시계만들기(10인용)/ 22,000 ………… 389
해저지형모형/ 88,000 … ……………… 402
해지면빛나는광섬유조명등/ 7,920 … … 495
핵심광물표본(15종)/ 99,000 …………… 410
핸드크림만들기(10인용)/ 27,500 ……… 509
핸드폰고리/ 1,430 … …………………… 546
핸드플레이트/ 7,700 … …………………… 98
핸디스위치(A형,B형)/ 9,900 ……………… 26
핸디카트(유리기구건조대)/ 715,000 … 310
핸즈프리확대경/ 22,000 … …………… 217
행거스탠드/ 880,000 …………………… 312
행성사진세트(30매)/ 26,400 …………… 391
행성추적하기/ 66,000 … ……………… 384
향기나는자연증발가습기꽃(5인용)/ 19,800 …… 58
향수만들기(5인용)/ 39,600 … …………… 31
허파실험장치/ 13,200 ………… 67,80,114,421
혀의구조모형/ 132,000 … ……………113,444
현무암만들기(10인용)/ 22,000 ………… 528

현무암표본(10종)/ 27,500 ……………… 408
현미경디지털카메라OS-CM320/ 1,430,000 … 486
현미경디지털카메라OS-CM500N/ 990,000 … 486
현미경마이크로미터/ 66,000 … ……… 485
현미경만들기/ 14,300 …………………… 525
현미경용스마트폰어댑터/ 220,000 …… 483
현미경조명장치(LED)-일반형/ 77,000 …484
현미경조명장치(LED)-충전형/ 88,000 …484
현미경조명장치(단체형)/ 110,000 ……… 484
현미경조명장치(일반형)/ 77,000 ……… 484
혈당계(디지털)/ 110,000 ………………… 128
혈압계(디지털)/ 111,000 ………………… 546
혈압계스포이드/ 8,800 ………………… 546
혈액순환계모형(깨지지않는PET판)/ 220,000 …… 442
혈액순환계모형(포리카본보급형)/ 220,000 …… 439
혈액채취용모세관/ 7,700 … …………… 426
혈액판정슬라이드/ 19,800 ……………… 426
혈액형판별실험(5인세트)/ 16,500 … … 496
혈액형판정세트(4종)/ 154,000 ………… 426
혈흔반응(루미놀반응)실험세트(10인용)/ 48,400 … 502
형광자외선팔찌만들기(10인용)/ 12,100 … 55
형상기억합금세트/ 77,000 ……………… 229
호박속의곤충화석표본/ 55,000 … …… 410
호흡기관모형/ 143,000 ………………113,445
호흡실험기/ 154,000 …………………… 421
호흡운동실험기(원통형)/ 66,000 …… 80,421
호흡운동실험기(일반형)/ 72,600 ……… 421
혼합추세트/ 22,000 … ………………… 165
홀로그램상자 (4인용)/ 8,800 … ……… 222
홀로그램실험기/ 264,000 ……………… 221
홀로스펙스필름/ 35,200 … …………… 222
홀피펫/ 4,620 … ………………………… 372
홈판(다용도반응판)/ 3,300 … ………… 357
화강암표본(10종)/ 27,500 ……………… 408
화분/ 2,200 … ……………………………… 51
화분망(10장)/ 8,800 … …………………… 51
화산대,지진대만들기/ 13,200 … ……… 416
화산만들기(5인용)/ 14,300 … ……… 62,506
화산모형/ 165,000 ……………… 62,99,407
화산모형실험키트/ 77,000 ………………… 62
화산모형키트(종이식)/ 2,200 … ……… 505
화산분출물표본(5종)/ 33,000 … …… 62,409
화산암석관찰키트/ 33,000 … ……… 62,415
화산암석조각/ 7,700 … ……………… 62,417
화산재/ 7,700 … ……………………… 62,417
화산탄표본/ 33,000 … ………………… 416
화산폭발모형지(10매)/ 11,000 … ……… 416
화산활동(화산폭발)실험(10인세트)/ 19,800 … 496
화석골격맞추기(PVC)/ 8,800 … ……… 504
화석골격맞추기(나무)/ 4,400 … ……… 504
화석골격맞추기(우드락)/ 2,200 … …… 504
화석만들기(동물)(1인용)/ 30,800 ……… 509
화석만들기(식물,산호)(1인용)/ 30,800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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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단일 채널 인터페이스
컴퓨터 USB에 직접 연결
초당 최대 200회 측정
버니어의 46종 센서와 호환
저렴한 가격으로 MBL 실험 가능
별도의 전원 없이 USB에 연결해 사용
구성

고! 링크 인터페이스 GO-LINK, 스테인리스 온도 센서 TMP-BTA

중고등 무선 MBL 실험 세트
MRS 74256
수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마트 기기로 전송

(기본)

(고급)

구성
고 무선 온도 센서
고 무선 운동 센서
고 무선 전압 센서
고 무선 전류 센서
고 무선 산소 센서
고 무선 조도색도 센서
고 무선 pH 센서
고 무선 기체압력 센서
고 무선 이산화탄소 센서
케링 케이스
금 액(원)

GDX-TMP
GDX-MD
GDX-VOLT
GDX-CUR
GDX-O2
GDX-LC
GDX-PH
GDX-GP
GDX-CO2
KR8210

기본형(수량) 고급형(수량)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200,000 3,850,000

물리 무선 MBL 실험 세트
MRS 74257 ........................................................................................................................................ 2,090,000원
구성
고 무선 온도 센서
고 무선 운동 센서
고 무선 힘가속도 센서
고 무선 전압 센서
고 무선 전류 센서
고 무선 3축 자기장 센서
고 무선 조도색도 센서
케링 케이스

수량
1
1
1
1
1
1
1
1

GDX-TMP
GDX-MD
GDX-FOR
GDX-VOLT
GDX-CUR
GDX-3MG
GDX-LC
KR8210

화학 무선 MBL 실험 세트
MRS 74258 ........................................................................................................................................ 2,046,000원

구성
고 무선 온도 센서
고 무선 pH 센서
고 무선 기체압력 센서
고 무선 색도계
고 무선 방울 계수기
케링 케이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GDX-TMP
GDX-PH
GDX-GP
GDX-COL
GDX-DC
KR8210

신제품

수량
2
1
1
1
1
1

2

신제품

초등MBL실험세트
MRS 74255 ............................................................................................................................................ 440,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생명과학 무선 MBL 실험 세트
MRS 74259 ........................................................................................................................................ 2,090,000원
구성

수량

고 무선 온도 센서

GDX-TMP

1

고 무선 기체압력 센서

GDX-GP

1

고 무선 이산화탄소 센서

GDX-CO2

1

고 무선 산소 센서

GDX-O2

1

케링 케이스

KR8210

1

지구과학 무선 MBL 실험 세트
MRS 74260 ........................................................................................................................................ 2,200,000원
구성

수량

고 무선 온도 센서

GDX-TMP

2

고 무선 조도색도 센서

GDX-LC

1

고 무선 3축 자기장 센서

GDX-3MG

1

고 무선 광 DO 센서

GDX-ODO

1

케링 케이스

KR8210

1

≫≫≫≫≫ 고! 무선 센서
MRS 74261

3축 자기장 센서
가속도 센서
전기화학용 전류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 264,000원 ..............................374,000원 ..............................275,000원 ............................. 759,000원

• 유도 자석의 자기장 세기를 정량화
• 벡터 성분을 사용해 지구 자기장의 기울기
측정 중심의 전류의 상관관계를 탐구
사양
측정범위
작동온도
연결방식

±5 mT
-40 ~ 85 ℃
무선시 블루투스,
유선시 USB케이블

• 가속도 뿐만 아니라 고도, 회전속도, 각도
도 측정 할 수 있음
사양
Low
±157 m/s2 (±16 g)
High
±1,960 m/s2 (±200 g)
측정
자이로
±2,000 °/s
범위
고도
–1,800 m ~ 10,000 m

각도

±180

•
•
•
•

아보가드로 수 계산 탐구
다양한 전기 도금 및 전기 분해 실험
별도 전원 공급 없이 5V DC에서 최대 0.6A 공급
전류 설정을 보완하도록 전압 자동 조정

범위
사
공급 전압
양
연결

0 to 0.6 A
5 VDC
블루투스 혹은 USB케이블

형태
범위
•
•
정확성 •

실험 - 전기도금
목록 - 아보가드로 수(Avogadro's number) 측정

•

사양
NDIR
0–100,000 ppm
0 to 1,000 ppm: ±100 ppm
1,000 to 10,000 ppm: ±5% of
reading + 100 ppm
10,000 ppm to 50,000 ppm:
±10% of reading
50,000 to 100,000 ppm:
±15% of reading

색도계
전도도 센서
전류 센서
방울 계수기
.............................. 451,000원 ..............................374,000원 ............................. 264,000원 ..............................374,000원
• 비어의 법칙을 포함
한 다양한 실험에서
흡광도와 투과율을
측정
• 네가지 파장 선택
(430, 470, 565,
635nm)
• 한 번의 동작으로
네 개의 모든 파장
보정
측정범위
유용범위
파장
연결

사양
0 - 3(흡광)
0.05 - 1.0 (흡광) 90% - 10% 투과 (%T)
430, 470, 565, 635 nm
블루투스 혹은 USB케이블

실험 비어의 법칙, 미지 용액의 농도 측정, 시간에
목록 따른 농도 변화 관찰, 반응 속도 관찰

3

측정범위
분해능력
온도보상
온도범위
연결

사양
0 to 20,000 μS/cm (0 to
10,000 mg/L TDS)
0.07 ℃
5~35℃
0-80℃
블루투스 혹은 USB케이블

막을 통한 이온의 확산, 이온과분자 화합물
간의 차이, 강산과 약산의 차이, 서로 다른
목록
비율의 이온을 가진 이온 화합물 비교
실험

•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의해 생성된 작은
전류까지 감지
• 옴의 법칙, 직렬 및 병렬 회로 연결을 탐구
• RC, RLC 회로 실험
• 전류 설정을 보완하도록 전압 자동 조정

입력전압 범위
±1.0 A 와 ±0.1 A
사
최대 보호 가능 범위
1.5 A 와 0.5 A
양
해상도
0.031 mA 와 0.003 mA
실 - 평행 회로에서 전위차 측정
험 - 옴의 법칙
목 - RC와 RLC 회로를 통과한 전압 측정
록 - 패러데이 법칙과 코일 내의 EMFs 탐구

•
•
•
•
•

적정 실험에서 자동으로 방울을 카운팅
방울 수를 부피로 변환
뷰렛의 정확한 조절 불필요
클램프를 통한 교반기 연결 사용가능
pH센서, 전도도 센서, ORP 센서 등과 사용
방울 통과 구멍크기
3 cm
사
센서 삽이용 구멍
7 mm, 13 mm
양
링 스탠드 구멍
16 mm

구 본체, 플라스틱 주사기, 밸브,
성 교반자석, USB케이블
실험목록 산·염기 적정, 산화 환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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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측정범위

범위 : ±200 mV

• ±0.1N에서 최대 ±50N 까지의 힘 측정 가능
• 3축 가속도미터와 3축 자이로스코프 내장
힘
±50 N
사
가속도
3 축, ±16 g
양
자이로스코프
3축, 2000º/s
뉴턴의 제3법칙 탐구, 마찰력 실험, 충돌 시
실험 발생하는 힘과 가속도 측정, 롤러코스터,
목록 미끄럼틀 등에서 3-D 벡터힘 실험, 회전 시

측정범위
0 to 400 kPa
사 분해 능력
0.03 kPa
450 kPa 이상
양 손상가능범위
연결
블루투스 혹은 USB케이블
- 보일과 샤를의 법칙 탐구
실험 - 효소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에서 생성
되는 산소기체 측정
목록

발생하는 수직적·수평적힘 측정

- 식물의 증산작용

• 빛의 세기 뿐아니라 RGB(Red, Green, Blue)
의 상대적인 분포 측정 가능
• UVA 센서가 365nm에서 peak 반응하는 UVA
광선에 반응
• UVB 센서가 330nm에서 peak 반응하는 UVB
광선에 반응
-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 탐구
실험 - 편광 필터 연구
목록 - 형광 램프의 깜박임 관찰
- 색분석을 포함한 반사율 연구

운동 센서
융점측정 센서
에너지 센서
산소 센서
..............................374,000원 ........................ 1,980,000원 .............................. 341,000원 .............................. 715,000원
• 15cm에서 2.5m간
의 물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

• 최대 260℃, 고체의 녹
는 점 정확히 측정
• 모세혈관 튜브에서 변
화하는 시료를 실시간
그래프로 수집
• 넓은 각도의 관찰용 확
대 윈도우와 히팅 블록
쪽에 설치된 LED로 관
찰 용이
•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본체

• 독특한 디자인으로
낙하운동 등의 실
험시 물체에 부딪
혀 파손이 되는 일
방지
사
양

최대 데이터 수집 속도
측정 범위

• 60분간 조절버튼 미작
동시 전원 자동 차단

초당 30
15 cm - 2.5 m

- 트랙에 설치 후 거리, 속도, 가속도 실험
실험 - 임의의 그래프 생성 후 물체를 이동하여
그래프 따라가기 놀이
목록
- 커피 필터의 낙하시 공기 저항 효과 분석

- 미지의 유기 고체(아스피린,이소프로
펜, 카페인)의 융점측정

실험
목록 - 융점에 의한 유기 고체 구별

사
양

소스 입력 전위 범위
소스 입력 전류 범위

±30 V
±1 A

사
양

- 융점을 사용해 반응 물질 분석

Cell type
Electrochemical cell
0–100% (0–1000 ppt) O2
범위
정확성(표준압력
±1% 부피 O2
760 mm Hg 에서)
Resolution
0.01% O2

광 DO 센서
전극 센서
PH 전극
유기용매용 PH전극
......................... 1,100,000원 ..............................223,300원 .............................. 154,000원 ..............................304,700원

•

고 무선 광 DO 센서 교체용 캡 (별
매) (GDX-ODO-CAP)사용량에 따
라 다르나 캡은 몇년에 한번씩 교
체 해야 합니다.

측정범위

사양
0 to 20 mg/L, 0 to 300%

• BNC 타입의 전극을 연결
하여 무선으로 송신
• 블루투스로 간편하게 연결
하여 실시간 측정
• 센서 설치가 어렵거나 손
이 잘 안닿는곳 측정
• 기mV, pH 값을 표시
•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사용 가능
사양
단위
mV, pH
입력 범위(mV)
±1000 mV
입력 범위(pH)
0-14 pH
정확도(mV)
±10mV
정확도(pH) ±0.5pH(공장출하 보정 값 사용시)

은(Ag)과 염화은(AgCl)이 결합된
전극으로 pH 미터기를 대신하여
별도의 보정없이 사용 가능
• 생물, 화학, 환경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사용
•

사양
0–14
0–80°C
±0.2 pH units (factory calibration)
정확성
±0.05 pH units (user calibration)
축 직경
12 mm

pH 범위
온도 범위

Flat Ph 전극
산화-환원 전극
칼슘 이온 전극
암모늄 이온 전극
............................. 253,000원 .............................. 154,000원 ............................. 682,000원 ............................. 682,000원

pH 범위
온도 범위
정확성

사양
0–14
0–80°C
±0.2 pH units (factory calibration)
±0.05 pH units (user calibration)

mg/L 또는 ppm 단위로 칼슘 이온
의 농도 측정
• 단, 측정하려는 용액에 pb2+, Hg2+,
Sr2+, Cu2+ 이온이 함유된 경우 데이
터 수집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

용액이 산화제로 작용하는 능력과
이온 활성을 정량측정
• 화학 반응에서 전자의 수용과 방출
능력을 측정
•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g/L 또는 ppm 단위로 암모늄 이
온의 농도 측정
• 단, 측정하려는 용액에 K+ 이온이
함유된 경우 데이터 수집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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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EKG센서
힘가속도 센서
기체압력 센서
조도색도 센서
.............................605,000원 ..............................374,000원 .............................. 341,000원 ............................. 220,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질산 이온 전극
ph 센서
산화-환원 센서
방사선 모니터
............................. 682,000원 .............................. 341,000원 ..............................374,000원 ............................. 682,000원

• mg/L 또는 ppm 단위로 질산
이온의 농도 측정
• 단, 측정하려는 용액에 ClO4-,
CN-, I-, BF4- 이온이 함유된
경우 데이터 수집에 간섭을 일
으킬 수 있다.

호흡측정 센서

•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되는
pH 센서
사양
0-14 pH
±0.5 pH (공장출하 보정값 사용
정확도 시), ±0.1 pH? (사용자 보정값
사용시)
반응시간
2초
구성
본체, USB 충전 케이블
아이패드, 아이폰,
호환
랩퀘스트(예정)

측정범위

회전운동 센서

• 용액이 산화제로 작용하는 능력
과 이온활성을 정량측정
• 화학 반응에서 전자의 수용과
방출 능력을 측정
- 산화 : 환원 적정의 당량점
(equivalence point) 측정
실험
- 수영장에서 염소의 산화
목록
능력 측정
- 식수의 ORP 측정

•
•
•
•

방사선 통계를 탑구
핵붕괴속도, 라돈 결합 연구
Geiger-Mueller 튜브가 내장
얇은 금속으로 얇은 막을 보호하고
알파, 베타, 감마를 보호
• LED 지시등과 사운드로 탐지결과
확인가능
센서 : LND 712 (or equivalent)
halogenquenched GM tube with
사 a mica end window, 1.5 to 2.0
양 mg/cm2 thick
알파, 베타, 감사, X-ray 방사선
방사선 감지시 LED 깜박임

표면온도 센서

스펙트로 VIS plus

..............................374,000원 ............................. 682,000원 ............................. 264,000원 ........................ 1,540,000원

• 운동 후 혹은 숨을 참았을 때의 호
흡 속도변화 관찰
• 가슴에 힘을 가했을 때 호흡의 활
동 관찰
• 만보기 착용과 함께 단계별 속도
관찰
•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전원연결 불필요
사양
측정범위
해상도
반응속도
착용가능 최대 가슴 둘레

0-50N
0.01N
50ms
140cm

• 무선 또는 유선으로 정확하게 각운
동 관찰
• 0.25° 만큼의 작도도 정확하게 측정
• 회전역학, 각 모멘텀 보존, 진자운도,
빛의 편광 등 탐구
사양
1° 혹은 0.25°
양방향, quadrature encoder
rev/s at 1° resolution
최대속도 7.530rev/s
at 0.25° resolution
10mm, 29mm and 48mm
3단계
groove diameter, 55 mm
도르래
with O ring in groove

해상도
옵티컬 인코더

• 피부의 온도나 금속의 열전도 등
민감하게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
사양
-25 ~ 125 ℃
0.08 ℃ (-25 ~ 0 ℃)
0.03 ℃ (0 ~ 40 ℃)
분해능력
0.10 ℃ (40 ~ 100 ℃)
0.25 ℃ (100 ~ 125 ℃)
- 피부의 온도 측정
- 비강을 통한 숨의 온도변화
실험
- 비열 실험
목록
- 열전달 실험
- 마찰 및 에너지 실험
측정범위

•
•
•
•
•
•
•

용액의 흡광·형광 방출 스펙트럼 측정
비어의 법칙 실험
흡광 대 시간에 대한 운동역학 관련 실험
흡광 대 시간·농도에 대한 평형 관련 실험
효소 운동역학 관련 실험
비색 또는 형광 생물검정 실험
Optical Fiber를 이용한 기체 방전관의
방출 스펙트럼 측정
• 리드베리(Rydberg) 상수 측정
규
격

측정범위
380 ~ 950 nm
형광 측정 범위
405 ~ 500 nm
분해능력
1nm
Optical Fiber 분해 능력
5.0 nm
파장 정확도
± 4.0 nm
스캔 시간
~2초

온도센서
전압센서
광범위 온도 센서
무선용 충전 스테이션
............................. 264,000원 ............................. 264,000원 .............................. 418,000원 ..............................275,000원

측정범위
분해능력
연결

사양
-40 ~ 125 ℃
0.07 ℃
블루투스 혹은 USB케이블

- 분별 증류
- 용융열 실험
실험 - 유기화합물의 녹는점
목록 - Hess의 법칙 실험
- 아스피린의 합성과 분석
- 비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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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입력 전압 범위와 높은 정확도
• AC/DC 회로와 전자기학 탐구에 적합
사양
입력전압범위
±15.0 V
해상도
0.5 mV
연결

무선연결시 블루투스, 유선연결시 USB

- 평행 회로에서 전위차 측정
실험 - 옴의 법칙
목록 - RC와 RLC 회로를 통과한 전압 측정
- 패러데이 법칙과 코일 내의 EMFs 탐구

• 측정 범위가 광범위한 온도센서
• 측정 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유기 화
합물 융해점 측정 가능
사양
측정범위
-20 ~ 330 ℃

분해능력
최대 한계온도
실험
목록

0.1 ℃
380 ℃

분별 증류, 용융열 실험, 유기
화합물의 녹는점, Hess의 법칙 실험,
아스피린의 합성과 분석, 비열 실험

• LED 불빛이 충전상태를 나타
냄
• 동시에 최대 16개의 고! 무선
시리즈 충천
무선염소 이온전극
무선칼륨 이온전극

682,000원
682,000원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편리한 외부전원
노트북 또는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 시
충전함 전원을 사용함으로서
편리성 제공

충전 LED 디스플레이
단말기 장착과 충전상태 확인 /  단말기회사
제공 정품 충전기 사용시도 LED 표시

강한 하중 4"ch 바퀴 장착
(이동형)
최대 300kg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바퀴장착.
작은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안정된
이동을 위해 4"ch 바퀴 장착.
브레이크 기능 바퀴 장착으로 안정적인
보관함 고정.

Tablet PC 20대 충전 보관함 이동형
편리한 사용과
꼬임 없는 선정리

KC 인증 정품
고속충전기 내장

강철재질로
내구성 확보

특별 제작된 Curl Cord로 케이블 길이가
늘고 줄어들어 사용이 편리.
선 꼬임 없이 깔끔한 선정리.

KC 인증 받은 고속충전기를 스마트기기에
1:1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충전방식.
과전류, 과전압
제품별 개별 차단회로 내장.

강철재질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 확보.
본체와 locking이 되는 구조로
보안 안정성 우수.

구분
충전수량
사이즈
충전표시
과전류
살균 기능

이동형
20대

2중 중앙 차단
-

모델명
inoMAX-2000M
무게
약 50kg
가로(W) 430mm x 세로(H) 750mm x 깊이(D) 450mm
충전 : 적색 | 만충전 : 녹ㆍ적색 깜빡임 | 미연결, 만충 : 녹색
대기 전력
절전
잠금장치
일반 열쇠

스마트기기 충전 보관함(보급형)
MRS 74263 ............................................................................................................................................ 990,000원
충전 LED 디스플레이

편리한 외부전원

단말기 장착과 충전상태 확인 /  단말기회사
제공 정품 충전기 사용시도 LED 표시

노트북 또는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 시
충전함 전원을 사용함으로서
편리성 제공

강한 하중 4"ch 바퀴 장착(이동형)

Tablet PC 10대 충전 보관함 일반 이동형
구분
충전수량
사이즈
충전표시
과전류
살균 기능

이동형
10대

2중 중앙 차단
-

최대 300kg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바퀴장착.
작은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안정된 이동을 위해 4"ch 바퀴 장착.
브레이크 기능 바퀴 장착으로 안정적인 보관함 고정.

모델명
inoMAX-1000M
무게
약 30kg
가로(W) 430mm x 세로(H) 640mm x 깊이(D) 450mm
충전 : 적색 | 만충전 : 녹ㆍ적색 깜빡임 | 미연결, 만충 : 녹색
대기 전력
절전
잠금장치
일반열쇠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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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일반형)
MRS 74262 ......................................................................................................................................... 1,870,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동물도감(양장본)
MRS 74134 ...............................................................................................................................................44,000원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동물뿐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
는 동물과 꼭 알아야할 동물 등 210여 가지의 동물들을 생생한 사
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 동물들의 분류와 설명을
보다 쉽게 담아, 한 눈에 동물들의 생태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뚫고 나올듯한 생생한 사진은 동물들을 보다 자세하
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판형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사이즈)

페이지

260P

형태

양장본

특징

세밀화가 아닌 실사, 2018년 최신판

동물카드(VR기능)
MRS 74135 ................................................................................................................................................34,100원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동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
의 정보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증
강현실(AR)로 표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다. 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동물 카드로 살아서 움
직이는 듯한 동물들을 만나 보세요.

- 가상현실(VR)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앱스토어에서 "교과서 동식물카드VR"앱 설치 후 아래
그림에 갖다데면 나비가 훨훨 날아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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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크기

가로 185mm x 세로 125mm

카드 개수

동물 50장

특징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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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식물뿐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
는 식물과 꼭 알아야할 식물 등 210여 가지의 식물들을 생생한 사
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식물의 모양과 특징 등을 쉽
게 알아볼 수 있으며, 식물이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는 어
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식물의 생물
학적 특징과 생태적 모습을 부록으로 담아 식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 "식물도감 내지" 판형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 사이즈)

페이지

260P

형태

양장본

특징

세밀화가 아닌 실사, 2018년 최신판

식물카드( VR기능)
MRS 74138 ................................................................................................................................................34,100원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식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
의 정보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그리고 또! 사진을 증
강현실(AR)로 표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다.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식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
이는 듯한 식물들을 만나 보세요.

카드 크기

가로 185mm x 세로 125mm

카드 개수

식물 50장

특징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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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식물도감(양장본)
MRS 74137 ...............................................................................................................................................44,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멀티 디지털 기체 측정기
MRS 25021 	�����������������������������������������������������������������������������������������������������������������������������������������1,980,000원
ㆍ 가스 검지 관을 대체하는 디지털식 CO2 · O2 검사기입니다. 온도 · 습
도 · 기압 센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 측정 데이터를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도 구현하고 있으며 USB를 통해 PC에 CSV 데이터를 보
낼 수 있습니다.
ㆍ 가스 검지관과 달리 사용한 관의 폐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센서
프로브 방식으로 기체 검지관과 가까운 이미지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식물의 호흡,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하는지 알아봅니다
<실험 방법>
맑은 날에 식물의 잎에 비닐 봉투를 씌우고 입을 묶어 빨대로 주머니의 공기를
3~4회 내뿜거나 마시게 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도록 한다. 디지털가스
검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을 30분간격으로 측정하여 변화를 기록한다.
- 촛불이 점화 될 때 공기의 변화, 촛불이 점화되기 전과 점화된 후의 공기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실험 방법>
촛불을 점화하기 전에 집기병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디지털가스검사
기로 조사한다. 집기병 속에 불을 붙인 촛불을 넣어 뚜껑을 닫는다. 불이 꺼지
면 촛불을 꺼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디지털기체 측정기로 조사한다.
★ 온도, 습도, 기압의 측정도 가능
★ 데이터 기록 기능도 구현, 본체 내장 메모리에 측정 데이터를 기록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USB케이블로 PC와 연결하여 다용도 CSV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원
배터리 수명
인터페이스
크기
센서

알칼리 건전지 6 개 또는 전용 AC 어댑터 (포함)
약 25 시간 (사용 조건에 따라 변동 있음)
USB (데이터 통신)
본체 160x60x34mm
144x36x36mm

LED광원장치(3색세트)
MRS 37014

•
•
•
•

적색,녹색,청색 3색광원
광선이 밝고 선명하여 밝은곳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LED광원이 슬릿에 집중될 수 있게 스틱모양으로 만들어 더욱 밝고 선명한 광선을 만들어 냅니다.
사양
광원
전원

20 × 75 × 45mm (스위치제외)
LED발광다이오드
AA건전지2개(별매)
단가
3색세트
적. 녹. 청색(각)

9

242,000원
88,0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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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모양의 소리굽쇠를 이용하여 두 갈래로 된 좁은 쇠막대
로 특정 주파수(진동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굽쇠
종류

길이 630mm
7종-C 2048Hz, 4094Hz, 512Hz, 1024Hz, 8192Hz, 256Hz,
128Hz , 소리굽쇠 망치

광섬유 원리 실험기
MRS 37039 ..............................................................................................................................................121,000원
• 빛이 굴절되는 모양을 관찰할 수있는 광섬유 실험장치
• 직선 및 S자형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투명우레탄수지로 레
이저광원(별매)등의 빛의 전반사 실험이 가능합니다.
(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질

본체 -우레탄수지, 받침대 -아크릴수지

크기

본체 :10×20×200mm, 대 :300×75×13mm

퇴적실험기(간이형)
MRS 56111 	��������������������������������������������������������������������������������������������������������������������������������������������� 198,000원

3종류의 퇴적 실험이 가능
① 입자의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모래와 물을 본체에 밀폐하여 넣고 퇴적이 되는 모습을 여러번 반
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간이 퇴적 실험 장치입니다.
② 본체는 얇은 아크릴 수지 본체 내부에 퇴적물 활강대를 설치하고 있어 기울기를 달리하며 3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전에 본체에 2종류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넣은 후 배출 할 필요가 없고 실험 준
비 및 뒷 정리가 쉽고 어떤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손 쉽게 실험 할 수 있습니다.

재질
크기
부속품

아크릴 수지
315x175x32mm
입자의 큰 모래, 작은 모래 각 100g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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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표준음차(신형)
MRS 74015 ............................................................................................................................................. 143,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지진 액상화 현상 실험 장치
MRS 74264 ............................................................................................................................................ 880,000원
•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큰 피해를 일으킨 원인중 하나인
액상화 현상을 직접 재현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 모래를 젖게 한 상태에서 지진의 진동에 의해 토사가
이동하고 건물등이 땅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스프링이 달려 있는 진동부와 연결된 모터의 떨림으로
지진상태를 만들고 지진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진동판은 탈착이 가능하여 실험 후에 청소가 쉽습니다.
진동판
실험장치
전원
구성

규격
300 X 230 X 50mm 재 질 : PP재질
300 X 255 X 115mm
DC3V(AA건전지 2개별매) 진동가변식
실험장치 1, 실험용 모래 1봉, 건물모형 2개, 모래 정리용판
1개, 물 계량용 통 1개

태양전지 실험 장치(A형)
MRS 74265 ............................................................................................................................................. 154,000원
※ 제품의 특징
• 고효율의 태양전지판을 사용하여 실내 LED 전등으로 실험이
가능합니다.
• 실외 태양광(백열전구)을 이용하여 모터 구동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압계와 전류계가 장착되어 있어 빛의 밝기 변화에 따라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규격

태양전지판 Size
최대전류
최대전압
최대전력

175 X 153 X 60mm

사양
150mm X 60mm
280 mA
4V
1.1 W

태양전지 실험 장치(B형)
MRS 74266 ............................................................................................................................................. 187,000원
※ 제품의 특징
• 태양광 발전기와 동일한 태양전지 고성능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 태양전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태양광의 입사각에 따라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전압계와 전류계가 장착되어 있어 빛의 밝기 변화에 따라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규격

태양전지판 Size
최대전류
최대전압
최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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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X 153 X 60mm

사양
130mm X 140mm
190 mA
9V
1.7 W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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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자석 분자 모형(스마트기기호환형)
MRS 74267
구

( 입문형 )

( 고급형 )

성

원소주기율표 포스터 1개,
스캐닝 패트 1개, 가이드 및
설명서 각 1부

고급형
원자표시
원자명
수량
원자표시
원자명
수량
H
수소
14
Ne
네온
1
He
헬륨
1
No
나트륨
2
Li
리튬
2
Mg
마그네슘
2
Be
베릴륨
2
Si
규소
2
Cl
탄소
6
P
인
2
N
질소
3
Si
황
2
O
산소
6
Ci
염소
2
F
불소
2
Ar
아르곤
1
원소주기율 포스터 1개, 스캐닝캐트 2개, 전용 보관 주머니 1개, 가이드 및
설명서 각1부원소주기율 포스터 1개, 스캐닝캐트 2개, 전용 보관 주머니
1개, 가이드 및 설명서 각1부

242,000원

440,000원

원자표시
H
C
N
O
Na
Cl

입문형
원자명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염소

수량
8
3
2
2
1
1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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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2018~2019

신제품

역학적에너지 실험기(트리플 코스터)
MRS 74027 .............................................................................................................................................770,000원
• 위치 에너지가 같은 물체를 경사의 높낮이에 따라 가속도를
달리하여 도작하는 시간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각 경로(레일) 별로 속도측정기(별매)를 위치하여 속도 값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게 , 크기, 재질이 다른 3개의
구슬로 질량의 차이에 의한 가속 실험이 가능합니다.

구성
규격
재질
부속품

3개의 경로(레일) , 쇠구슬 Ø20,Ø30 각3개, 플라스틱
구슬 Ø19 3개
900 X 180 X75mm
경질 플라스틱
속도측정기(별매)

광학대 (LED광원 포함)
MRS 37020 	�������������������������������������������������������������������������������������������������������������������������������������������� 484,000원
렌즈를 사용하여 물체와 광원, 동상의 위치나 크기를 조사하고 그
기능을 학습합니다. 3색의 고휘도 LED광원 포함, 역 Y자형으로
배치한 LED광원에 볼록렌즈에 의한 도립(상하 및 좌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각 부품은 대상에 넣으면 광축이 일치해, 번거로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속대에서 보정되므로 정확히 실험
할 수 있고 튼튼합니다.

광학대

치수 약 폭 60, 길이 600mm
알루미늄, 2mm눈금 부착, 볼록렌즈F=65x100mm 2종,
재질
흐림 스크린, 유효 지름 62x62mm, 재질:수지, 홀더
포함, LED광원 고휘도 3색, AA건전지 2개, 수지대인가
화면치수
폭 62 x 높이 77mm, 재질:수지
폭 40, 길이 71mm, 재질:율리아 수지 3개용x1개, 양초
양초 꽂이 치수
포함

눈의 구조 모델
MRS 65000 .............................................................................................................................................770,000원
렌즈의 특성으로 눈의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의 초점
조절 기능을 모델화한 실험 장치입니다. 수정체를 물 렌즈를 통해
재현하고 물 렌즈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시, 원시 교정
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요철 렌즈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렌
즈 두께 변화에 따라 수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사양

본체-수지, 크기:약 500W x 200D x 300H mm, 물 렌즈
투명 시트(0.2mm 두께), 고무, 튜브, 가위, 플라스틱
주사기

광원

고휘도 LED(빨강, 파랑, 녹색) 사용, 건전지 2개 별매,
오목 렌즈,볼록 렌즈:Φ65mm, f15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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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원이 필요없고 역학 대차에 항상 일정한 힘을 가할 수 있는 소
형·경량 장치입니다.
ㆍ 역학 대차를 당기는 줄은 길이가 변화해도 인장력이 거의 변화
하지 않는 특수 구조이므로 기존의 고무끈 실험에 비해 간단하
고 효율적이며, 정밀도가 높은 실험이 가능합니다.
ㆍ 인장력은 와이어 2개 (약 0.49N (50g), 0.98N (100g))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3 단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법칙의 가속
도와 질량의 관계 외에 가속도와 힘의 관계 실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장력
와이어
본체
크기
무게
부속품

3 단계 (와이어의 개수에 따라 가변) 약 0.49N
(50g), 0.98N (100g), 1.47N (150g)
1200mm 2개, 후크, 스테인리스
표면 수지 코팅
금속, 플라스틱 커버 고무 각부
98 (W) × 61 (D) × 64 (H) mm
약 250g
L형 클램프

시간 기록계(방전식 정밀형)
MRS 37007 	���������������������������������������������������������������������������������������������������������������������������������������������352,000원
• 방전식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타점의 원인이 되는 진동을 사용
하지 않고 방전 바늘이 테이프에 기록됩니다. 테이프의 주행
마찰 저항이 적고 안정적이고 선명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 방전 횟수를 3 단계로 전환 할 수 있으므로 운동체의 속도에 맞게
기록이 가능합니다.
• 철제 스탠드 집게로 본체와 단단히 결속되도록 디자인 되었습
니다.
방전 주파수
기록용 테이프
본체 재질
크기
전원
부속품

3 단계 전환
25 · 50 · 100 회 / 초 (50Hz 지구)
30 · 60 · 120 회 / 초 (60Hz 지역)
방전 기록지 폭 12mm, 길이 40m
ABS 수지
98 (W) × 94 (D) × 49 (H) mm
AC 100V, 50 / 60Hz
방전 기록용 테이프 1 권, L형 클램프 원격 스위치

포토게이트(Phtogate)세트
MRS 11290 .............................................................................................................................................770,000원
• 포토게이트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물체의 운동을 측정하는 기
구입니다.
• 발광다이오드(LED)를 쓰고 광검출기로는 광 다이오드 또는 트랜
지스터(TR)를 써서 서로 마주보게 위치시킵니다. 그 그사이로 물
체가 지나가면 에미터로 빛을 차단하게 되므로 광 검출기의 출력
신호가 변화됩니다.
포토게이트가
PC와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경우 시간 측정
•
방식은 이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으며 포토게이트가 블로
킹 되는 시간 간격만을 고속으로 측정합니다.

규격
도르래
포터게이트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경 5cm
7.5m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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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정역학 장치
MRS 37006 	�������������������������������������������������������������������������������������������������������������������������������������������� 385,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직접 그려보는 AR코딩 북
MRS 74268 	������������������������������������������������������������������������������������������������������������������������������������������ 각 18,700원

①공룡과 친구들

②직업

③신비의 숲

④건강한 생활

⑤아프리카와 시베리아의 동물

⑥인도와 북극의 동물

⑦소리와 속도

⑧살아있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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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디지털 기상 관측 장비입니다. 고정밀 디지털 센서가 내장되어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합니다.
• LCD 풍속측정기
• 바람 방향 측정
• 온도 측정
• 공기오염 측정
• 강우량 측정
• 습도 측정
• Ph측정
구성

돋보기, 플라스틱컵, 풍향풍속계, 온도계, 풍선, 플라스틱 집게,
우량계, 나침반, Ph시험지, 스포이드

전원

AAA건전지 3개/ AA건전지 2개(미포함)

태양전지 각도 제어 실험장치(아두이노 내장형)
MRS 74271 ........................................ 330,000원

• 자석 내장형 소킷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직렬연결 병렬연결이
간단함.
• 아두이노가 내장되어 있어 태양전지판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
할 수 있음.
• 디지털 멀티메타가 내장되어 있어서 전류, 전압 등을 간단하게 측정
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음.
구성
규격

태양전지판 Size
60mm X 85mm
최대전류
350A
최대전압
1.5 V
최대전력
0.5 W
300mm X 210mm X 60mm

태양전지 실험 장치(다용도 충전형)
MRS 74270 ......................................... 187,000원

• 태양광 발전기와 동일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
• 태양전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태양광의 입사각에 따라 전력량
을 측정할 수 있음.
• 전압계와 전류계가 장착되어 있어 빛의 밝기와 입사각의 변화와에
따라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음.
• 태양전지 충전기가 장착되어서 스마트폰 및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가능.
구성
규격

태양전지판 Size
130mm X 140mm
최대전류
190mA
최대전압
9V
최대전력
1.7 W
175mm X 135mm X 60mm

소킷 태양전지(분리형)
MRS 74272 ........................................... 88,000원

•
•
•
•

자석 내장형 소킷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직렬연결 병렬연결이 간단함.
LED전구, 모터, 부저를 자석을 사용하여 쉽게 연결할 수 있음.
소킷 보드판에 위에 전기 회로처럼 꾸밀 수 있음.
30W LED 전구에서 태양전지 실험이 가능.

구성

규격

소킷 태양전지
4개 60mmX85mm / (1.5V 2개, 3V 1개)
소킷연결장치(소킷스넵) 8개
삼각형 모양
LED 모듈
1개
23mm X 73mm
모터,프로펠러 모듈
1개
28mm X 73mm
부저 모듈
1개
23mm X 73mm
소킷 보드
1개
300mm X 210mm
연결전선
8개
길이 100mm
300mm X 210mm X 6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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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디지털 기상관측 세트
MRS 74269 ......................................... 165,000원

MRS

신제품

2018~2019

관성논증

신제품

MRS 37003 	�����������������������������������������������������������������������������������������������������������������������������������������1,980,000원
ㆍ 레일은 1.2mm 두께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가공한 일체형 구조
이기 때문에 수평 조절것만으로 간단하게 준비 안정 된 대차
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대차에서 발사 된 공이나 떨어진 공이
다시 대차로 돌아가기 현상을 통해 운동의 세번째 법칙을 확
인합니다.
ㆍ 스위치 조작으로 공의 발사와 낙하를 동시에 실시하여 공중
충돌 실험이 있습니다.
레일
대차
컨트롤 박스
낙하 지주
대차 주행 전원
발사&낙하 전원

스테인리스 1(길이)m, 수평 조절 다리 4개
발사용 DC 솔레노이드, 낙하 지주용 단자
대차 전원 입력 단자, 발사&낙하 전원 입력 단자,
주행 스위치
철제 500mm(길이), 낙하용 코일 연결 단자
DC 7V
DC 8~12V

역학적 에너지 실험장치
MRS 37005 	�������������������������������������������������������������������������������������������������������������������������������������������� 880,000원
ㆍ 수직 방향, 수평 방향에 대해 실험할 수 있습니다.
ㆍ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있습니다.
※ 부속품 : 가이드 막대기, 낙하추, C형 클램프, 진자 장치 보호
고무판, 실리콘 그리스 파이프의 마찰 측정용 부품, 베이스 부
분이 확고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치수
슬리브 본체

14지름x120mm
24지름x30mm

본체

90x140mm

지주

15x30x690mm

재질
재질

금속기준판 부착
특수 수지체결 나사부착
눈금판, 눈금있는 버팀대, 설치
부속품
나사 지지대 고정나사
재질
금속 0~600mm 눈금 부착

공중 충돌 실험기
MRS 37004 ..........................................................................................................................................1,210,000원
ㆍ 낙하하는 물체(대구)와 사정거리 약 1400mm를 멀리해 발사
된 물체(소구)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것으로 고확률의 실험 결
과로서 시연효과가 좋습니다.
ㆍ 일체형으로 조정이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ㆍ 방향 지지간이 붙어있어 릴리즈조작에 의한 장치의 진동이
없어 실험의 확률이 높습니다.
발사장치
낙하장치
낙하구(대)
발사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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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철식, 초속 3단절환
전자기식, 마이크로 스위치에 의한 동시 낙하
직경 40mm, 플라스틱 제 2개
직경 24mm ,자석제 2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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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체 구성 단계 모형 세트
MRS 74123 ......................................... 528,000원

자석을 이용한 2part 분리 조립 제품입니다.
부신,신정맥,콩팥 동맥, 신우, 신피질, 신주, 신주체, 콩팥돌기, 작은 콩
팥, 큰 콩팥등 세부 명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체의 구성 단계인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를 구분하여 구성
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여러 개의 모형 샘플을 통해 동물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높이

약 20cm

규격

뉴런 모형 만들기
MRS 74273 ......................................... 198,000원

600x400x100mm

6종 퇴적암(퇴적물표본)
MRS 74163 ......................................... 132,000원

•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 세포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 극성 뉴런, 양극성 뉴런, 단 극성 뉴런 및 신경 세포 사이를 구
별하고 인체에서의 위치와 기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고 다극 신경 세포의 부분을 확인합니다.
구성
대형 뉴런 모델 (조립시 10 개)
대형 Schwann 세포 (벨크로 조각)
다극 신경 세포
양극성 신경 세포
유니 폴라 뉴런
작은 Schwann 세포
연골 세포
핵 스티커 시트

2
10
2
1
1
10
2
1

1.암석상자에서 퇴적물과 암석을 각각 암석분류표의 해당 위치에 놓습니다.
2.퇴적암을 돋보기로 관찰하여 그 특징(퇴적물 입자의 크기, 색깔)을 활동지에 기록 합
니다.

규격

50X20X6cm

내용물

퇴적암 및 퇴적물 6종, 퇴적암 분류장 1장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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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네프론 모형
MRS 74122 ............................................ 88,000원

신제품

2018~2019
전도성펜(응용편)
MRS 37063 ............................................ 33,000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도성펜과 차별화 된 콘텐츠로 구성된 전기 회로 키트, 일
상 생활에서 빛의 형태로 이용되는 전기 제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간단한 전기
회로를 만들어본다.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을 이해한다. 전기 회로에
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과 전기 회로 연결 방법을 이해한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도성펜과 차별화 된 콘텐츠로 구성된 전기 회로 키트, 일
상 생활에서 빛의 형태로 이용되는 전기 제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간단한 전기
회로를 만들어본다.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을 이해한다. 전기 회로에
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과 전기 회로 연결 방법을 이해한다.

신제품

전도성펜(기초편)
MRS 37064 ............................................ 28,600원

구성품

인스타 서킷(전도성펜) 1개, 트랜지스터 1개, 실리콘 고정핀 16개,
LED 2개, 빛 감지 센서 1개, 모듈 도안 1매, 저항 1개, 전지와 전지
소켓 각 1개, 램프 도안 3매, 패키지 완성품:여우, 첨성대, 청사초롱

아두이노 오렌지보드(한국형)
MRS 37057 ........................................... 44,000원

구성품

별자리 천문대 도안 3매, 인스타 서킷(전도성펜) 1개, 실리콘 고정핀,
페이퍼씨어터 도안 4매, 3V, 9V 전지, 전지 소켓, 모듈 도안 1매,
LED(LED칩 외), 저항

아두이노 오렌지보드 BLE(한국형)
MRS 37058 ........................................... 55,000원

교류성분의 신호를 관
차가는 기기로 2가지의
관측이 동시에 가능한 2
형상 방식입니다. 수평
측과 수직측에 확대 기
능을 가지고 있어 측정
신호에 섞여있는 다른
신호원의 관측이 가능
합니다.
구성품

오렌지보드 1개, USB 케이블 1개
마이크로 컨트롤러:ATmega329P, 입/출력 핀당 DC 전류:40mA,
상세
동작 전압:DC 5V, 3.3V 핀의 전류:50mA,
DC 7~12V, 플래쉬 메모리 크기:32KB (0.5KB의 부트로더 포함),
입력 전압
입력 전압(최대 범위):DC 6~20V, SRAM:2KB, USB사용시 DC
(권고)
5V, EEPROM:1KB, 디지털입/출력핀:14EA (6개의 PWM출력 포함)
클럭 속도
16MHz

오렌지보드 두번째 모델, 오렌지보
드 BLE가 출시 됐습니다. 보드와 블
루투스 기능을 한번에 사용 가능합
니다. 따로 구입해서 불편하게 사용
하지 마세요. 새롭게 출시 된 오렌지
보드 BLE는 블루투스 4.0 기능을 추
가하여 하나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
니다. 스위치로 ON/OFF 자유자재로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오렌지보드
BLE는 바로 보드상면에 기능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품
상세
입력 전압
(권고)
클럭 속도

오렌지보드 BLE 1개, USB 케이블 1개
마이크로 컨트롤러:ATmega328P, 입/출력 핀당 DC 전류:40mA, 동작
전압:DC 5V, 3.3V 핀의 전류:50mA,
DC 7~12V, 플래쉬 메모리 크기:32KB (0.5KB의 부트로더 포함),
입력 전압(최대 범위):DC 6~20V, SRAM:2KB, USB 사용시 DC 5V,
EEPROM:1KB, 디지털 입/출력핀:14EA (6개의 PWM출력 포함)
16MHz

아두이노 지니어스키트(한국형)
MRS 37056 ............................................................................................................................................. 165,000원
아두이노 UNO와 100% 호환 되는 한국형 아두이노, 프로젝트에
활용 가능한 부품이 포함 된 패키지 제품. 22종의 부품 구성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예제 실행 가능, 초보자도 금방할 수 있는 한
글화 된 학습 가이드

Orange Board

Humidity &

LCD

Temperature senor Piezo Element Push Button

구 DC Motor
성 Servo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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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Y,R,G)

Transistor

Temp. sensor

Relay

Resistor 10k

Photo Resistor

Potentiometer Resistor 330

Soil Moisture sensor 7Segment

IC

Breadboard

Ultra sonic sensor

Diode

Jumper wire

LED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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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제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스냅방
식 키트
• 전자 PCB 기판을 사용하여 스위치 및 모터 배선 불필
요.
• 전자 버튼식 유선 리모콘 사용
• 3V사용
특징

모터 4개 사용, 유선 리모콘 사용으로 자유롭게 조종
가능

자가발전 보행 웜로봇
MRS 74033 	������������������������������������������������������������������������������������������������������������������������������������������������29,700원
• 본 키트는 조립을 해서 완성하는 제품입니다.
• 건전지가 필요없이 핸들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켜 로봇을 움직
입니다.
• 나사가 필요 없는 스냅 방식으로 조립이 간편합니다.
• 4개의 다리중 2개가 항상 지면에 놓여 있어 울퉁불퉁한 길도
안정적으로 전진합니다.
• 자가발전기를 로봇과 분리하 후 로봇에 건전지를 끼워도 작동
합니다. (건전지별매)

태양광 보행 로봇 S쏠라
MRS 18015 ............................................................................................................................................... 35,200원
• 전자 PCB 기판을 사용하여 스위치 및 모터 배선 불필
요.
•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정 가능. 태양과 패널로 전지가
없이 작동
특징

모터 1개 사용, 긴 다리 형태로 4개의 다리가
교차하면서 울퉁불퉁한 노면도 안정적으로 전진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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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보행 로봇암
MRS 18014 ............................................................................................................................................... 58,3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미니드론(입문용)
MRS 18003 ........................................... 66,000원

조립형(DIY)드론(FQS1)
MRS 11454 ........................................... 99,000원
• 드론을 조립하며
쉽고 즐겁게 드론
의 원리를 학습합
니다.
• 시각,청각,촉각 및
공감각을 모두 사
용하여 집중력 향
상에 도움이됩니
다.
• 입.출력단자 슬롯
화(Slot)로 안전한
조립 방식으로 부
품 교체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합니
다.
규격 및 구성

• 가성비 좋은 입문용 미니드론입니다.
• 드론의 외장부분은 ABS로 되어 있으며 모터를 꽉잡아주어 모터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 4채널 6축 자이로 비행 시스템
• 헥사콥터 모드
• 360도 비행 가능/ 2단 속도조절
• 전파인증필
• 조정기배터리 AA건전지 3개(별매)
구성품

본체, 배터리 3.7V 150mA Li-po, 2.4 GHz 리모컨 1개, USB 포트충전기

입문형(DIY)드론(FQS3)
MRS 11656 ........................................... 88,000원

제품명

규 격

기체 배터리

3.7V 700mAh Li-Po

모터

Brushed

충전기

USB 충전방식

조정거리

약 100m(가시거리내 권장)

비행시간

약 6~8분

조립시간

약 60~90분(개인별 차이가 있음)

사이즈

31.5X31.5X11.5cm

무게

110g

FPV미니드론게이트 스타터세트
MRS 12004 ..........................................110,000원

• 드론을 조립하며 쉽
고 즐겁게 드론의
원리를 학습합니다.
• 6축 자이로 시스템으로
정교한 조정과 안정된
비행이 가능합니다.
• 3D플립 비행가능(버
튼 하나로 360도 회
전)

규격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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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규 격

기체 배터리

3.7V 250mAh Li-Po

모터

Brushed

충전기

USB 충전방식

조정거리

약 30~50m(가시거리내 권장)

비행시간

약 4~5분

조립시간

약 60~90분(개인별 차이가 있음)

사이즈

18X18X5cm

무게

40g

• 미니 드론 레이싱을 위한 FPV 미니드론 게이트 세트입니다.
• 견고한 유리 섬유 ㅍ레임으로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아치형, 원형, 깃발형(각 3개)으로 구성 되있습니다.

규격
원형
아치형
깃발형

65 X 71cm
65 X 71cm
66c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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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종합 기상관측기는 실내에서 실외 온도, 습도, 기압,
풍속, 풍향과 강우량,등을 생생한 LCD컬러 화면으로 보여
줍니다.
• 온도, 습도, 풍속, 풍향, 강우랑등 5가지 기상 상황 고성능 센
서를 통해 수집합니다.
• 최대 100M 이내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 내구성이 뛰어나며 수집된 데이터를 18~36초 간격으로 모니
터로 전송합니다.
• 배터리 수명 2년
• 태양광 패널이 있어 배터리 소모가 많지 않습니다.
• 전파인증 제품입니다.

규격
170 X 210mm
310 X380mm

모니터
기상관측기

디지털 기상 관측기(Wifi)
MRS 74275 ............................................................................................................................................ 242,000원
디지털 종합 기상관측기는 실내에서 실외 온도, 습도, 기압,
풍속, 풍향등을 생생한 LCD컬러 화면으로 보여 줍니다.
• 온도, 습도, 풍속, 풍향, 4가지 기상 상황 고성능 센서를 통해
수집합니다.
• 하루중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 최대 100M 이내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 내구성이 뛰어나며 데이터를 16초 간격으로 모니터로 전송합
니다.
• 배터리 수명 2년
• 전파인증 제품입니다.

규격
모니터
기상관측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X125mm
150mm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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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디지털 기상 종합 관측기 세트(Wifi)
MRS 74274 ............................................................................................................................................ 880,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과학교실세트(6종)
MRS 11969 ............................................................................................................................................... 69,300원

자라는 크리스탈

날씨 관측기

지구의 공전과 자전

공룡화석캐기

곤충서식지

화산폭발

• 각기 다른 종류의 6가지 과학 실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 개미나 곤충들이 서식지를 만들어 관찰하여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지력을 키워 보세요.
• 공룡 화석 캐기, 자라는 크리스탈, 화산활동을 체험하고 강수
량, 풍속,온도를 측정해 보세요.
• 컬러 포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

자라는 크리스탈, 날씨관측기 만들기, 지구의 공전과
자전, 공룡화석캐기, 곤충서식지, 화산폭발, 컬러
포스터 각 1개씩

제트엔진모형만들기
MRS 11432 	����������������������������������������������������������������������������������������������������������������������������������������������� 88,000원
•
•
•
•
•

제트 엔진 모형을 만들고 움직여 보세요.
터빈의 추진력을 조절해 보세요.
모든 움직임과 불빛은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컬러 포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제드 엔진과 같은 모형을 제작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제
품입니다.
• 제트 엔진의 부품을 조립하면서 제트 엔진의 메커니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속도 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제트 엔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
는 제품입니다.

크기

380X300mm(박스)

자동차엔진모형만들기
MRS 11431 ...............................................................................................................................................88,000원
• 4행정 엔진 모형을 만들고 움직여 보세요.
• 벨브 락, 스파크 플러그의 작동으로 피스톤과 크랭크 축의 움
직임을 보세요.
• 모든 움직임과 불빛은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 컬러 포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 우리가 매일 타는 교통 수단인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
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실제 자동차 엔진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같은 원리 순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엔진을 조립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엔진
의 원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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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X300mm(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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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놀이로 배우는 프로그래밍입니다.
• 다양한 명령어 카드를 카드슬롯메 넣어주면 바이토가 움직입니다.
구성
규격

바이토 1대, 명령어 카드 40장, USB케이블 1개
85 X 66 X 80mm

소킷이노보드
MRS 74277 ..........................................110,000원

아두이노 스마트 홈키트
MRS 13033 ..........................................110,000원

•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엔트리, 스크래치, 스케치 등) 코딩 기초
부터 심화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오렌지보드 BLE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안드로
이드, ios지원)
• 나만의 ioT 아이디어를 구현해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세요.
• 개인 또는 팀 프로젝트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1인용 또는 2~3인용)
구성
부자재

오렌지보드 BLE, USB 연결케이블, 브레드보드 (830Pin), RGB LED
(모듈형), 조도센서 (모듈형), 온습도센서 (모듈형),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 저항 (330Ω, 10KΩ), 고휘도 LED (White, BLUE), 버튼,
피에조부저, 서보모터, LCD I2C, 점퍼케이블 (4종)
MDF 외관, 우드락 도면 (가구 제작용)

아두이노 우노R3 (USB연결선 포함)
MRS 11455 ............................................ 14,300원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으로 만들어지 소형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두이노 우노
R3의 하드웨어 스펙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복잡한 아두이노 사용법과 연결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아두이노를 내장한 교육용 보드판입니다.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자부품과 소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전자회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하고 문제해결
에 맞는 동작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 스케치보드 위에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킷이노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형 소프트웨어 코딩프로그램인
mBlock, 엔트리,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쉽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구성
마이크로 컨트롤러
클락 주파수
EEPROM
SRAM
플래시 메모리
디지털 입출력핀
아날로그 입출력핀
동작 전압
추천 입력 전압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Tmega328
16MHz
1KB
2KB
32KB
14개
6개
5V
7V~12V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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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코딩로봇 바이토
MRS 74276 ......................................... 154,000원

신제품

2018~2019
대륙의 이동(판구조론)
MRS 74126 ........................................... 55,000원

지구의 물은 언제나 움직이며 지구에서 순환하는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열에 의해 해양이나 수면, 대지에서
증발한 물은 대기 중에서 응축되어 구름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강수가로 지표면으로 돌아오며 이는 하천수, 지하수 등으로 해수에
합류 됩니다. 물은 물의 순환 속에서 여러 곳에 걸쳐 액체, 수증기,
얼음의 상태로 속하게 됩니다.

대륙의 이동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씩 조립
하면서 완성해가는 성취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4개의 모형
을 만들 수 있으며 대륙의 표기를 끼우면서 해양판과 대륙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신제품

물의 순환 과정 실험 장치
MRS 12929 .........................................242,000원

제품크기
제품구성

가로 350mm x 세로 250mm(조립 후)
우드락 합지 조립 세트(시기별 4세트)

사양
중량
규격

1.5kg
48x35x10cm

미세먼지 측정기(TW-200A)
MRS 18071 ........................................ 880,000원

¤ 측정항목 : 미세먼지 ( PM2.5.PM10 ), Co2, 온도, 습도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먼지 측정기술 : Laser scattling technology
• 먼지 측정 범위 : PM2.5 / PM1.0 / PM10
• 측정단위 : ug/m3
¤ 이산화탄소
• 센서 기술 : NDIR Technology
• 측정범위 : 400~2000ppm / (옵션 :5000ppm)
• 측정단위 : 1ppm
¤ 온습도 :
• 측정온도 : -30~+50℃
• 측정습도 : 0~100%
¤ 제품크기 :360×283×30mm
¤ 데이터 저장 통신방식 (옵션)
•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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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소형)
MRS 74056 ......................................... 385,000원

속도

Max. 5,500 rpm, with Certi. & Traceability with Circular FixedAngle Rotor for 6×0.2/0.5/1.5/2.0㎖ Tubes and Strip Rotor
for 2×0.2㎖ PCR 8-tubes Strips/16×0.2㎖ PCR Tubes 미니마이크로 원심분리기 셋트, 앵글-/스트립-로터 포함, 0.2/0.5㎖
튜브 아답터 포함

전원

AC 100~240V, 50/60Hz

규격

178X150X109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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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화상 매체(TV, 테블리PC)와 연결하여 수면
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트롤 박스)
▼ 실험예

수면파실험 1

수면파실험 2

수면파실험 3

수면파실험 4

• 파의 일반적 성질인 반사 굴절 회절 간섭등의 현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모니터 화면으로 재생이 되여 다수의 학생이 관찰할 수 있습
니다.
• 기존에 조명 및 진동장치가 수조와 결합되여 진동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되여 정확한 파형의 관찰이 곤란하였으나 본 장치는 각각 따로 분리
배치 하여 파형의 정확한 실험이 됩니다.
• 조파 장치는 주파수 가변으로 조절이 되여 20-90Hz의 진동 주파수를 임의로 조절하여 실험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모니터 화면과 연결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동작을 멈추면 순간 정지 화면을 고정시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측정기(염화은 도금형)
MRS 74279 ........................................... 44,000원

핸디 스위치(A형, B형)
MRS 74280
입력선등에 연결하
여 동작시키므로 각
종 기구의 순간 동작
및 간섭이 차단되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염화은 도금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이 정밀합니다.
• 센서를 별도의 케이스에 보관하여 오물을 차단하므로 정확한 측정
이 가능합니다.

구성

가격(원)

A형

누름시 작동, 누름 상태 고정 가능

11,000

B형

누름시만 작동

9,9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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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미니 수면파 투영 장치(카메라용)
MRS 74278 ............................................................................................................................................. 187,000원

신제품

2018~2019
전기 저항 코일
MRS 74282 ............................................. 16.500원

사용방법 : 전자기의 감응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전자기, 막대자석, 전
류계 그리고 슬라이드저항기 등의 기구와 함께 사용합니다.

용도 : 전기저항 실험 부분의 옴의 법칙과 회로의 직렬, 병렬 등의 실험에 사용된다.

신제품

2차 코일 시연 실험기
MRS 74281 ............................................ 24,200원

구성
규격

1차코일A, 2차코일B, 연철심C
코일A 7X9.5cm, 코일B 5 X 10cm, 열침심 10.5cm

정격저항
오차범위
규격

5Ω,10Ω,15Ω (6A)
≤±1% ( 정격전류로 실험 시, 10분간 지속해서 사용 )
5 X 4.5cm

가스버너(신형)
MRS 74283 ............................................ 66,000원

시온전반사 책갈피 만들기(5인용)
MRS 74284 ............................................. 14,300원

• 실험시 가열기구
용도에 맞게 정밀
한 화력 조절이 가
능하여 실험을 용
이하게 할수 있습
니다.
• 가스 충전식으로
원터치 점화 방식
입니다.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온스티커.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두 물질의 경계
면에서 빛이 꺾이는 굴절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구
성
규격 13 X 17.6 X 7.4cm

물풍선제조기(111개입)
MRS 74285 ............ 13,200원

3초만에 37개 완성!!!
간편한 방법으로 어른은 물론 아이까지도 손
쉽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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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발효의 숨은 과학(5인용)
MRS 74286 ............ 15,400원

김치가 숙성되면서 발효가 일어날 때에는 기체가 발생하게 되
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본 키트는
효모가 발효할 때 어떤 반응이 생기고 그 반응에서 생기는 기체
는 어떤 기체인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구성

곰돌이 물병 5, 플라스틱컵 5,
이스트(효모) 5, 설탕, 풍선 5, 빨대관 5,
일회용 스트로우 5

시온그림스티커
5, OHP필름 5,
코팅지 10, 고리끈 5,
플라스틱 컵 5
(시온스티커 색상은
랜덤발송됩니다)

물에 띄우는 LED 소원꽃 만들기(5인용)
MRS 74287 ............ 16,500원

꽃종이와 LED, 광섬유를 이용하여 불이 들어오
는 예쁜 꽃을 만들고, 소원을 적은 종이받침에
올려 물에 뛰워 봄으로써 종이가 물에 뜨는 부
력의 원리에 대해 학습합니다.
구성

종이컵 5, Eva 5, 꽃종이, 램프 5,
광섬유 5, 종이받침 5, 빨대 5
(꽃종이, 램프, 빨대색상은
임의배송됩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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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서하트

• 게임 기반 교육 즉, 게임 콘텐츠를 교육에 이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스마트 운동 학습기 입니다.
• 운동+학습+놀이+체험이 가능하며 미세먼지나 우천시 실내 체육
수업에 도구로 유용합니다.
• 5가지 컨텐츠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거치대는 별매(132,000원)

반짝이는 그림 그리기(10인용)
MRS 18010 ......................................... 187,000원

• 스마트폰을 대면 나만에 그림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 그림과 유도 전력의 만남으로 창의적 사고력 교육
구성
규격

NFC 안테나 보드 1장, LED보드 6장 케이블 6장
85(W)x100(H)x350(D)

항목

기본사양

크기

730(W) X 730(D) X 130(H)

중량

11KG

콘텐츠 구동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재질

스틸, 실리콘, EVA

플랫폼

D&J 휴먼케어 플랫폼

나만의 LED 네일아트(5인용)
MRS 10462 ........................................... 55,000원

•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뒷면에 손톱을 대면 반짝입니다.
• 네일아트를 통해 직업의 세계도 체험하고 근거리통신(NFC)의 세계
를 경험해 봅니다.
구성(1인당)

보조손톱 2개, NFC 네일2개, 양면테이프 2개

로키(ROKI) G (메뚜기)
MRS 94030 ............................................ 22,000원

로키(ROKI) 8
MRS 94031 ............................................ 22,000원

크랭크에 링크를 연결하여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꾼 후 링크와
연결된 로봇의 다리가 타원 운동을 하여 지면은 걷는 원리로 자가발전
기 및 음성센서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을 연결하는 상품입니다.

8개의 다리 중 4개가 항상 지면에 놓여있어 울퉁불퉁한 길도 안정적으
로 전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움직이는 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으며 자가
발전기 및 음성센서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을 연결하는 상품입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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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MRS 12942 ............................................................................................................................................ 440,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착시현상왜따라와+매몬의상자(5인용)
MRS 12099 ............................................ 19,800원

야곱의 사다리(5인용)
MRS 12097 ........................................... 24,200원

커졌다 작아졌다! 신비
한 매몬의 상자. 나만의
상자를 꾸며 자신의 사
진 또는 좋아하는 캐릭
터 이미지를 넣어 만들
어 봅니다.

맨 위 손잡이를 잡고
뒤집으면 경쾌한 소리
와 함께 떨어져 내려가
는 신기한 착각을 줍니
다. 나무 블록을 순식간
에 뒤집는 원리로 다양
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
봅니다.

버블사이언스(3인용)
MRS 12029 ............................................ 38,500원

움직이는그림만들기(3인용)
MRS 12094 ............................................ 44,000원

터질듯 터지지 않는 신
기한 버블쇼! 장갑을 끼
고 비눗방울을 튕기면
터질 것만 같았던 비눗
방울이 신기하게도 터
지지 않아요! 원리를 알
아가며 실험을 합니다.

회전하는 팽이 위에 플
래시 조명을 비추면 그
림이 움직입니다. 멈춰
있던 그림들이 빙글빙
글 돌아가며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봅니다.

물먹는 투명구슬(5인용)
MRS 12100 ............................................. 18,700원

매직사이언스 멀티키트세트(3인용)
MRS 12096 ............................................ 33,000원

투명 구슬을 사용한 두
가지 원리를 배워보고
투명 구슬이 커지고 작
아지는 원리에 대해 알
아봅시다.

10가지의 다양한 실험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리본부터 셀
로판지, 도미노스틱, 구
슬 등을 실린더에 놓고
아이줌에 넣어 바라보
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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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 실험(질병진단검사)-5인용
MRS 18072 ........... 55,000원

• DNA 샘플을 이용하여 건강 상태를 분석
하는 실험입니다.
• 학습목표 : DNA에 대해 알아 봅니다. DNA
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염색체에 대해 학
습니다. 당뇨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 소변 샘플을 이용하여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실험

구성

DNA 반응 시약, 정상•DNA,
당뇨환자 DNA, 환자(1,2,3,4) DNA,
96 well plate, 장갑

토양성분 분석키트(5인용)
MRS 94051 ........... 36,300원

입니다.

• 학습목표 : 소변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변
과 콩팥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소변이 만들어 지
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소변검사로 간단한 건강
상태를 알아봅니다.

구성

Starndard Sol, (당뇨병 환자) 샘플 5개,
장갑, 요검사지봉(4종) 소변 샘플 5종,
스포이드 10개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 지시약을 사용하여 토
양의PH를 확인하고 토양 속의 질소, 인 함량
을 측정할수 있습니다. 바이오 전문연구소와
제휴하여 만든 프리미엄 키트.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천연지시약을 이용한 색변화 실험(3가지실험. 5인용)
MRS 94062 ........... 36,300원

수질 오염 측정 키트Ⅰ(5인용)
MRS 94042 ........... 33,000원

수질 오염 측정 키트Ⅲ (5인용)
MRS 94043 ........... 36,300원

천연지시약을 이용한 PH를 확인하고 화학변
화에 따른 물질의 모양 변화를 관찰하는 상품
입니다.용액을 분리 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에
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봅니다.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폐수 및 용수의 수질오염 유무를 측정하는 상
품입니다. 물의 용존 산소와 생물학적 산소 요
구량,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물의 오염도를
확인합니다.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수질오염을 확인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학습하고
주변에서 쉽게 채취 할 수 있는 물의 PH를 확인하
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용존 산소)와 대장균 군
관찰을 통하여 수질 오염을 측정 할 수있습니다.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발효 치즈 만들기(5인용)
MRS 94045 ........... 38,500원

간이전기영동(5인용)
MRS 11330 ........... 58,300원

범인을 찾아라(3~5인용)
MRS 11329 ........... 44,000원

DNA 나 RNA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를 전기
저인 힘을 이용하여 Gel에서 이동시켜 크기에
따라 분리 하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전기영동
기가 필요 없습니다.

간이 DNA 전기 영동을 통해 학생들은 범인
DNA 시료로 6개의 용의자중에서 범인을 찾아
보는 모의 실험입니다. 현재 C냐 과학수사 기
범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 대표적인 발효 식품인 치즈를 직접 발효하여 만들
어 봅니다. 발효란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물의 분
해 또는 변성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 유산균에 의한 발효를 학습하는 키트입니다. 유산
균(미생물)에 의한 물질의 상태 변화를(점성, 냄새
등) 유심히 관찰 합니다.
※치즈 만들기 완성 후 시식을 금합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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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DNA칩 질병 진단 검사
MRS 18073 ........... 55,000원

신제품

2018~2019

신제품

모의 혈액형 판별(5인용)
MRS 10546 ........... 55,000원

세균검사 및 손세정제 만들기(5인용)
MRS 74253 ........... 55,000원

향수만들기(5인용)
MRS 10092 ........... 39,600원

• 혈액의 종류와 혈액형을 결정 짓는 원리에 대해 알
아 봅니다.
• 혈액의 구성 성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응집원과 혈청에
있는 응집소에 따라 결정 되는데 응집원과 응집소
의 반응에 따라 혈액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에서 자라고 있는 미생물을 확인하고, 직접
만든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에서 자라는 미
생물을 제거해 봅니다.

향수에 이용되는 알코올은 쉽게 기화되어 향
이 널리 퍼지는 것을 도와주고, 유화제는 정제
수와 기름성분인 향료가 잘 섞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수에 알코올을 넣고 흔들
어 주면 발열 반응이 일어 납니다.

구성

합성혈액 8종, 혈액형 판별용 혈장 2종,
혈액 혼합용 스틱 40개, 스토이드 4개,
혈액형 판정 실험용 필름 5개

구성

페트리필름, 멸균수, 멸균스포이드 1개,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 스프레이 용기
5개, 스포이드 5개, 오일(향료)2~3방울,
간이 메스실린더, 지퍼백

구성

정제수, 유화제, 알코올(에탄올),
스프레이통, 일회용 스포이드, 15ml
메스실린더, 네임스티커

간이 에어컨 만들기 (5인용)
MRS 18023 ........... 36,300원

지시약 꽃 만들기 (5인용)
MRS 17042 ........... 39,600원

은나무 만들기 (5인용)
MRS 18022 ........... 44,000원

질산암모늄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간이에
어컨을 만들어 보고 흡열반응에 대해 알아보
는 실험입니다. 냉 찜질용 주머니 같은 것들이
비슷하지만 이 상품은 일회용입니다.

PH지시약을 이용하여 산성과 염기성 색 변화
를 통해 꽃을 만들어 봅니다.
※별도 준비물 : 나뭇잎, 알코올 램프, 삼발이,
시트지 or 손 코팅지

금속 이온화 경향의 차이를 이용한 실험으로
질산은에서 이온화 경향이 작은 은을 이온화
경향이 큰구리를 넣어주어 은을 금속으로 석
출되어 나오게 하여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실험입니다.
※질산 용액이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규격

천연 화학물 실험 및 향수만들기(5인용)
MRS 11331 ........... 55,000원

향수 성분 중 알코올과 유화제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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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 유화제, 에탄올, 향료, 15ml
메스실린더, 일회용 스포이드, 스프레이
통, 네임 스티커

PH지시약, 필터 종이, 일회용 스포이드,
할핀, SAMPLE A~E

지문 명함 만들기 (5인용)
MRS 94048 ............19,800원

비밀 편지 쓰기 (5인용)
MRS 94049 ............ 23,100원

나의 지문을 채취하여 나의 지문이 들어 간 나만의명함
을 만들어 봅니다. ※별도 준비물 : 펜, 드라이기 또는 햇
빛 (건조시킬 수 있는 장비)

전분(녹말)과 비타민, 요오드화 칼륨 사이의
반응과비타민과 요오드화 칼륨 용액의 반응에
대해 알고친구와 함께 암호를 만들어 봅니다.
※별도 준비물 : 햇빛 또는 드라이기

구성

분말 법 - 알루미늄 가루, 필름, 접시,
명함, 투명 스티커, 장갑
액체 법 - 닌하이드린 용액, 접시, 종이,
핀셋, 투명 스티커

구성

밀가루, 물, 요오드화 칼륨 용액, 비타민
용액, 접시, 종이, 면봉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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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를 찾아라 (5인용)
MRS 94054 ........... 33,000원

숨은 색 찾기 (5인용)
MRS 94052 ........... 25,300원

토양 속에 서식하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
생물로세균, 방선균, 사상균, 효모, 조류, 원생
동물 등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토양
속에 일반세균과, 대장균, 효모&곰팡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봅니다.

화학반응을 이용 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출 해보며 우리
몸의 3대영양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떤 색들이 모여 하나의 색을 이루고 있는지
색의분리를 통해 숨어 있는 색을 알아보고 가
장 빠른 전개속도를 알아 보는 상품입니다

빛나는 금모래 만들기(5인용)
MRS 11545 ............19,800원

플러버 탱탱볼 만들기(5인용)
MRS 11548 ............ 16,500원

무지개 물탑만들기(5인용)
MRS 11546 ............19,800원

• 앙금반응과 재결정 반응을 실험하는 키트
입니다.
• 두 종류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이 생기는 반응입니다. 앙금
반응은 특정한 이온 끼리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기 때문에 염의 종류를 호가인하거
나, 용액속의 이온의 종류를 확인 하는데
쓰입니다.

PVA는 수산기가 아주 많이 붙은 구조들이 반
복된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이지만 수산기가
물과 친하기 때문에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붕사는 이런 고분자인 PVA분자 사이에 끼어
들어 그물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그물
구조로 인해 고무와 같이 말랑하면서 탄성이
있는 풀러버(탱탱볼)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 같은 양의 용매에서 용해되어 들어가는 용
질의 양이 많을 수록 밀도가 커져 가라 앉
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무지
개 색깔의 물탑(층)을 만들어 보세요.
• 용액의 용량이 다르면 농도 차이가 나지
않아 무지개 물탑 완성이 어렵습니다. 용
액을 넣을 때, 벽면을 타고 천천히 흘려 주
어야 섞이지 않고 탑이 쌓입니다.

춤추는 솜사탕(5인용)
MRS 11549 ........... 24,200원

DNA 전기영동(4인용)
MRS 18024 ........... 66,000원

• 촉매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과산화수소수는 물에 산소가 하나 더붙은 물질로
가만히 두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성질이 있습니
다. 여기에 요오드화칼륨을 넣어 주면 분해 속도
가 빨라 지지만 요오드화칼륨 자체는 변하지 않습
니다. 요오드화칼륨을 많이 넣으면 반응이 더 빨
라져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거품에 깜부기불
을 넣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세요.

전기 영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 합니다. 전하
를(+)에서 (-)로 흘려주면 agarose gel에서 증
폭 된 DNA가 크기 별로 분리 되는 실험 입니
다. 문제를 풀어가며 알아갑니다.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누구 굴뚝이 빠를까~?촉매/화학반응(5인용)
MRS 11547 ........... 24,200원

• 촉매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과산화수소수는 물에 산소가 하나 더붙은 물질로
가만히 두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성질이 있습니
다. 여기에 요오드화칼륨을 넣어 주면 분해 속도
가 빨라 지지만 요오드화칼륨 자체는 변하지 않습
니다. 과산화 수소수와 세제를 각각 다르게 넣고
누구에 굴뚝에서 가장 빨리 반응이 일어 나즌지
알아보세요.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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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토양 미생물 검사 (5인용)
MRS 94044 ........... 33,000원

초등학교

2018~2019

돋보기, 볼록렌즈(ABS재질)

돋보기, 볼록렌즈(스텐)

MRS 33160

흉위자
MRS 23018 ...............1,320원

MRS 33161

초등학교
유리렌즈에 플라스틱 테 및 손잡이로 되어 있
고 미주 및 선진국에 수출하는 제품입니다.

3학년 | 1학기

규격
Ø50mm
Ø65mm
Ø76mm
Ø100mm

규격
Ø50mm
Ø63mm
Ø76mm
Ø90mm
Ø100mm
Ø127mm

가격(원)
4,400
4,840
5,500
9,900

오목한 플라스틱그릇(4개입)
MRS 74130 ..............9,900원

재질

연질플라스틱

규격

14x9cm

색상

연두

플라스틱병(관병)
MRS 45107

규격
Ø40 x 65mm
Ø45 x 90mm
Ø60 x 100mm
Ø83 x 125mm

용량
50㎖
100㎖
200㎖
500㎖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물체라고
합니다. 비밀상자 속에 물체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놀이를 해 봅시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잘 구부러지고, 어떤 물질
이 물에 뜨는지 비교하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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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여러가지공룡모형
MRS 74131 ..............3,300원

가격(원)
1,100
2,420
3,300
4,400

물질의 성질(4종)-케이스부
MRS 14005 ..............6,600원

300x200x250mm

가슴의 둘레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줄자

흙, 모래 등등 여러 가지 담기 어려운 물 12종의 공룡 미니어쳐 모형입니다.
질들을 한곳에 담아두기에 용이합니다.
크기
각 60mm

비밀상자(대형)
MRS 74132 ............16,500원

규격

가격(원)
4,400
4,840
5,500
8,800
9,900
24,200

구성 철막대, 나무막대, 플라스틱막대, 고무막대
규격

120 x 20 x 5mm

사각수조(PVC)

1,500mm

지구에서 사라지는 세계의 공룡들
MRS 93066 ............ 13,200원

300 x 210mm 4장,
조립설명서, 학습카드 16장
규격
16종
구성

안대
MRS 16009 ...............1,320원

MRS 45112

가로

가격

소형 250 x 150 x 120mm

8,800원

대형 300 x 200 x 200mm

17,600원

눈을 가리고 여러가지 물체를 만져보며,
만질 때 사용된 신경계와 감각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배워봅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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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링(철)

자료 바구니

MRS 14003

컵 5종

MRS 43093

MRS 74133

..............9,900원

초등학교

가격(원)
8,800
9,350
9,900
10,560
13,200

규격
300 x 400 x 100mm, 합성수지제
350 x 500 x 150mm, 합성수지제

가격(원)
6,600
8,800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구성

금속 컵, 플라스틱 컵, 유리컵,
도자기 컵, 종이컵

탱탱볼 만들기(10인용)
MRS 92028 ............ 11,000원

발광 LED 탱탱볼 만들기(10인용)
MRS 92029 ........... 33,000원

야광 탱탱볼만들기(10인용)
MRS 96047 .............12,100원

PVA와 붕사의 결합으로 플러버가 되는 원리
실험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야광으로 빛나고 충격을 받
으면 LED가 반짝거리는 탱탱볼입니다.

밝은 곳에선 흰색, 어두운 곳에선 야광으로 변
하는 신기한 탱탱볼~ 통통통! 튕기며 가지고
노는 탱탱볼을 만들어 탱탱볼이 튕기는 원리
를 학습해 봅시다.

자외선 탱탱볼만들기(10인용)
MRS 96048 ............ 14,300원

열변색 탱탱볼만들기(10인용)
MRS 18070 ............ 14,300원

붕사(450g)
MRS 74210 ..............4,840원

태양광(자외선) 아래서 색상이 변하 온도에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신 탱탱볼 만들기 재료입니다.
는 재미있는 자외선 탱탱을 만들어 기한 탱탱볼. 30℃이상일때 색의변
보고 고무의 원리에 대해 토론 해 화(초록색->노랑색)가 나타납니다.
봅세요.
용량
450g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폴리비닐알콜(PVA)
MRS 11961 .............12,100원

탱탱볼 만들기 재료입니다.

용량

450g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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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mm(50개입)
25mm(50개입)
30mm(50개입)
35mm(50개입)
40mm(50개입)

초등학교

2018~2019
동물카드(VR기능)
MRS 74135 ............................................ 34,100원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동물뿐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
물과 꼭 알아야할 동물 등 210여 가지의 동물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 동물들의 분류와 설명을 보다 쉽게 담아, 한
눈에 동물들의 생태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생생한 사진은 동물들을 보다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
록 해줍니다.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동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의 정
보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증강현실(AR)
로 표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
다. 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동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동물들을
만나 보세요.

초등학교

동물도감(양장본)
MRS 74134 ........................................... 44,000원

3학년 | 1학기
판형
페이지
형태
특징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사이즈)
260P
양장본
2018년 최신판

곤충도감
MRS 74136 ........... 44,000원

카드 크기
카드 개수
특징

배추흰나비 알화분(고급형)
MRS 11753 ........... 44,000원

가로 185mm x 세로 125mm
동물 50장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배추흰나비 알화분(보급형)
MRS 10480 ........... 24,200원

+ 여분의
먹이화분 1

곤충 학명과 사진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92종
의 곤충의 생김새와 한살이등을 학습할 수 있
습니다. 양장본 2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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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흰나비 알, 애벌레, 사육용품으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구성

배추흰나비 알화분, 먹이화분, 원통형 사육망,
기르기 설명서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 사육키트로 이루어진 상품입니다.
구성

흰나비알, 배추흰나비 애벌레 2마리 ,
먹이화분, 사육키트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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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한살이 모형(자석식)
MRS 74211 ........... 59,400원

배추 흰나비의 관찰(5인용)
MRS 74212 ..............6,600원

배추흰나비 한살이 표본
MRS 71181 ......... 132,000원

초등학교

규격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알아봅시다.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윗면, 아랫면
등 다양하게 관찰 할 수 있으며, 알에서부터
나비까지의 과정을 6종류의 표본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규격

제일 큰 조각 약 230x180mm

구성

140 x 62 x 20mm
6종 1조 (알, 애벌레, 번데기, 수컷,
암컷, 먹이)

칼레이도사이클 (배추흰나비한살이)-10인용
MRS 95020 ............ 17,600원

칼레이도사이클 (개구리한살이)-10인용
MRS 95020 ............ 17,600원

개구리 한살이 표본
MRS 71180 ......... 132,000원

무한 회전하는 4개의 화면에 배추흰나비의
알이 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되어가는 발
생과 우화과정을 나타내어 나비의 한 살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한 회전하는 4개의 화면에 개구리의 수정
란이 자라서 2세포기→4세포기→...→상실기
→포배기→낭배기→...→성체가 되어가는 과
정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윗면, 아랫면
등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알에서 부터
개구리까지의 과정을 8단계로 상세하게 구성
한 제품입니다.
규격
구성

배추흰나비의 한살이(아크릴표본)
MRS 71139 ......... 143,000원

구성

4개 1조

개구리의 한살이(아크릴표본)
MRS 71139 ......... 143,000원

구성

4개 1조

140 x 62 x 20mm
8종 1조 (알, 꼬리싹, 외부아가미생성,
속아가미생성, 뒷다리발생, 앞다리발생,
꼬리없어짐, 개구리)

닭의 한살이(아크릴표본)
MRS 71139 ......... 143,000원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개 1조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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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일생을 9단계로 나타내는 대형 자석
그림 자료로 수업 시간에 화이트보드에 붙여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초등학교

2018~2019
곤충관찰키트(단체용)
MRS 74215 ..................................... 각 33,000원

알에서 시작해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곤충을 직접 키우며 관찰할 수
있으며 성충이 되면 귀뚜라미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에서 시작해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곤충을 직접 키우며 관찰할 수
있으며 성충이 되면 귀뚜라미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곤충관찰키트(개인용)
MRS 18074 ...................................... 각 17,600원

3학년 | 1학기

구분
규격

귀뚜라미, 슈퍼밀웜
9 x 10cm

구분
규격

곤충한살이 회전그림판(창작용)
MRS 11704 ..............................................5,500원

귀뚜라미, 슈퍼밀웜
20 x 12 x 14cm

나비채집 및 기르기세트(2단 변신)
MRS 18050 ........................................... 66,000원

잠자리,나방,사슴벌레,
모기,장수풍뎅이,나비
등을 탐구할 수 있는
회전 그림판

나비를 채집하고 직접
사육까지 가능한 2단
변신 제품입니다. 사
육망은 별도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규격 46 x 34 x 41cm

용수철(당김용)
MRS 31030 ..............5,500원

MRS 31038

용수철을 일정한 힘으로 잡아 당기거나 추를
매달아 질량의 변화와 용수철의 변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규격
Ø20 x 100mm
Ø40 x 100mm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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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Ø0.5×권경 10mm,
길이 50mm, 10개입

용수철(탄성용 누름)

못(20개입)
MRS 86103 .............. 2,200원

가격(원)
1,650
2,200

자화 실험에 사용합니다.
※ 녹슴 방지를 위하여 밀폐포장과 실리카

겔을 넣어 포장하였습니다.
규격

9cm 20개입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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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자석(극 표시 있음)

막대자석(극 표시 없음)

MRS 35001

MRS 35002

①

②
②

③

④

구분
강제
알리코 大
알리코 小
세라믹
원주형

③

⑤

규격
170 X 16 X 8mm
100 X 17 X 6mm
70 X 16 X 5mm
70 X 15 X 6mm
Ø8 X 70mm

가격(원)
14,300
18,700
8,800
7,700
8,800

동전(원형) 자석

구분
① 강제
② 알리코
③ 세라믹

규격
170 X 16 X 8mm
70 X 16 X 5mm
70 X 15 X 6mm

가격(원)
14,300
8,800
7,700

투명한 플라스틱통
MRS 74139 ...............................................1,980원

MRS 35018

투명한 플라스틱 통입
니다.

규격
모양
단면자석
단면자석
단면자석
단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규격
Ø15 x 3mm
Ø20 x 3mm
Ø25 x 3mm
Ø30 x 3mm
Ø15 x 5mm
Ø20 x 5mm
Ø25 x 5mm
Ø30 x 8mm
Ø27 x 12.5 x 5mm
Ø30 x 10 x 5mm
Ø32 x 18 x 6mm
Ø35 x 17 x 6mm
Ø45 x 22 x 8mm

유리컵

구성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개당
1개당
1개당
1개당
1개당

가격(원)
1,100
1,320
1,650
2,200
1,650
3,300
5,500
11,000
770
1,320
1,650
1,980
2,200

자석 드라이버
MRS 74140 ...............................................1,430원
드라이버 끝부분이 자
석으로 되어 있습니
다.

길이

철사

MRS 86008 ...............1,650원

Ø80 x 100mm

약 13cm

빵끈

MRS 86082

MRS 86131

...............1,430원
모빌을 제작할
때 쓰이는 재
료입니다.

규격

약 200ml

규격

Ø1mm x 10M(선팽창용)
Ø0.5mm x 10M

3,300원
6,6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길이 10cm
구성 50개입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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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초등학교

①

초등학교

2018~2019

나침반(38mm)

원형수조(PVC)

MRS 35042

MRS 45111

초등학교
3학년 | 1학기

소형 나침반으로 자석 주위의 자기장 실험에 적합하고 아연 다이케스
팅 제품으로 무게가 있어 안정감이 뛰어 납니다.
규격
38mm X 17mm

구성

가격(원)

8개 1조

28,600

개당

3,850

플라스틱 접시(막대자석용)-10개입
MRS 74141 ..............5,500원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 입니다.
70mm 알리코 자석 실험용입니다

ㆍ 액체(물)를 담는 그릇으로서 빛의 굴절, 빛의 진행, 식물성장의 관찰,
집기병으로 기체를 모으는 장치 등에 사용됩니다.
ㆍ 용기 옆면에 간단한 용량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규격
소 Ø210 x 120mm
대 Ø300 x 170mm

머리핀(실핀)-18개입
MRS 74142 ............... 1,100원

금속 재질의 실핀 18개입니다.

나침반초시계
MRS 23007 ............ 16,500원

초시계(일반)
MRS 23008 ........... 22,000원

규격
방식
최소/최대시간

방식
최소/최대시간

39

60 x 75 x 18mm
휴대용
0.01초/59분 59초

휴대용
0.01초/59분 59초

가격(원)
7,700
15,400

NS 붙임딱지
MRS 74143 ...............1,870원

규격

14mm

구성

N 10개, S 10개

초시계(보급형)
MRS 23009 ........... 22,000원

사양

디지털 1/100
(55 x 65 x 16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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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칼라자석 스탠드식
MRS 14016

자석을이용한먹이사슬낚시놀이(5인용)
MRS 14012 ............ 13,200원

자석과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먹이사슬에 대해 생각 해보고 자석의 원리로
낚시놀이도 즐겨보자!!

초등학교

자석낚시 놀이세트
MRS 14013 ............ 16,500원

플라스틱세트

목재세트

링칼라자석
가격(원)
15,400
14,300
11,000

하드스틱(납작)-100개입
MRS 74144 ..............3,300원

재질

목재

수량

100개입

규격

말굽자석, 막대, 말판 20개

자석그네 만들기(10인용)
MRS 12644 .............12,100원

완성사이즈 가로130mm X 높이200mm

자석탑쌓기(보급형)

규격

17 x 17cm

몽키전기 자석그네(5인용)
MRS 74145 ........... 22,000원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석그네를 만들어
봅시다.

액체자석만들기세트(5인용)
MRS 46014 ........................................... 22,000원

MRS 15054
종류

가격

링

6,600

헤라클레스

6,600

돌고래

9,900

물고기

11,000

나비

11,000

사과나무

11,000

돈나무

11,000

자기베이스와 금속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예술 고전 데스크 조형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 창의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만들며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이온화용액을 채운뒤 자성 유체를 넣어 자석 가까이
데면 액체 자석이 반응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화합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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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목재세트
플라스틱세트
링칼라자석만

초등학교
물에 뜨는 나침반(10인용)
MRS 74146 ............19,800원

2018~2019
지구와달 모습카드
MRS 74147 ..............3,300원

테두리없는 각도조절 자석지구본
MRS 56014

초등학교
3학년 | 2학기

구성

EVA화살표,네오디움자석,나침반,
컵,뚜껑,보고서,테이프

9종의 지구와 달의 다양한 사진이 수록

기울기조절 가능, 자석 인형 포함, 옵션 2가지
규격
304mm
220mm
축적

가격
132,000원
77,000원
1/40,000,000

지구인형(10개입)
MRS 74148 ..............8,800원

물보존 병풍책 만들기(5인용)
MRS 74149 .............12,100원

수질오염 측정키트 I (5인용)
MRS 94042 ............33,000원

지구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석 인형입
니다.

병풍 모양의 물 보존 방법에 대해 탐구하며
자연의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움니다.

폐수 및 용수의 수질오염 유무를 측정하는 상
품입니다. 물의 용존 산소와 생물학적 산소 요
구량,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물의 오염도를
확인합니다.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수질오염 측정키트 Ⅲ (5인용)
MRS 94043 ........... 36,300원

버블 사이언스(3인용)
MRS 12029 ........... 38,500원

지구와 달의 운동모형 만들기
MRS 94017 ..............3,300원

폐수 및 용수의 수질 오염 유무를 측정합니다.

신기한 터질듯 터지지 않는 비눗방울을 만듭
니다.

태양, 지구, 달의 관계를 관찰하며 일식과 월
식에 대해 학습합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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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x 15mm

여러종류의 물, 종이컵, 스포이드,
장갑, 유리병, pH지시약, 플라스틱용기,
메틸렌블루, 라벨, 대장균군 필름배지

구성

마술 장갑 2개, 버블 나팔, 버블 용기,
마술 버블 용액, 라켓 2개, 투명공

구성

도면 2장, 스티커 1장, 스티로폼 공 3개,
꽃철사 1개, 양면 스티커 1장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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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오는 자석세트
MRS 35010 ........... 26,400원

종합자석세트(11종)
MRS 35102 ........... 36,300원

잎맥 책갈피 만들기 (5인용)
MRS 94058 ............. 39,600원

초등학교

막대자석, 말굽자석, 막대자석(원형),
링칼라 자석, 동전자석, 네오디움자석,
케이스입

구성

말굽자석, 극표지있는 막대자석,
극표시없는 막대자석(노랑, 은색),
링칼라 자석, 동전자석, ND자석,
원주형막대주석, 매미자석GG볼,
케이스입

잎맥 추출 실험 - 잎의 속 구조와 잎맥을 알아보는상품입니다.
※별도 준비물 : 나뭇잎, 알코올 램프, 삼발이, 시트지 or 손 코팅지
수산화 나트륨, 칫솔, 비커, 거름종이,
스포이드, 실험용 접시, 마스크, 장갑, 염색시약

규격

식물도감(양장본)
MRS 74137 ........................................... 44,000원

식물카드( VR기능)
MRS 74138 ............................................ 34,100원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식물뿐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꼭 알아야할 식물 등 210여 가
지의 식물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식물의 모양과 특징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
으며, 식물이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식
물의 생물학적 특징과 생태적 모습을 부록으로 담아 식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식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의 정보
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그리고 또! 사진을 증강현실(AR)로 표
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다.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식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식물들을 만나 보세요.

판형
페이지
형태
특징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 사이즈)
260P
양장본
2018년 최신판

루페 포켓용 고배율렌즈(스텐)
MRS 63026

10X23 Single

규격
10X23mm
20X19mm
30X21mm

20X19 Single

카드 크기
카드 개수
특징

가로 185mm x 세로 125mm
동물 50장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루페(30배율)
MRS 65012 ..........110,000원

루페(손잡이부)
MRS 63029 ............27,500원

높은 30배 등의 배율, 간단한 현미경 돋보기.

손잡이가 달려 관찰이 편하며 15배의 고배율
로 더욱 정밀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30X21 Single

가격(원)
22,000
55,000
7,700

확대

규격

순 무개

30배

37 x 20mm

10g

배율
크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배율
렌즈 5cm, 손잡이 7cm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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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초등학교

2018~2019
식물 채집 통
MRS 62041 ........... 44,000원

실습용 장갑(10개입)
MRS 74254 ........... 22,000원

식물을 채집할 때 쓰는 기구로서 채집통, 야
책, 모종삽, 전정가위를 한조로 하여 세트화되
어 있습니다.

식물을 채집할 때 휴대가 용이하게 제작된 금
속제 용기입니다.

자연탐구 활동 및 실습에 적합한 니트릴코팅
장갑

초등학교

식물 채집 세트
MRS 62040 ............79,200원

3학년 | 2학기

구성

4종 1조, 야책, 모종삽, 채집통,
전정가위

도꼬마리 열매
MRS 74151 ..............4,400원

규격

370 x 150 x 170mm, 끈부

부레옥잠
MRS 74152 ..............3,300원

겉표면이 갈고리 모양의 도꼬마리 부상 수초이며 줄기의 공기 주머니
열매
로 물에 뜹니다. 부레3개, 뿌리1개
용량

100g

플라스틱병(관병)
MRS 45107

흙, 모래 등등 여러 가지 담기 어려운 물질들
을 한곳에 담아두기에 용이합니다.
규격
Ø40 x 65mm
Ø45 x 90mm
Ø60 x 100mm
Ø83 x 1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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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50㎖
100㎖
200㎖
500㎖

가격(원)
1,100
2,420
3,300
4,400

페트병

깃발
MRS 74153 ..............3,300원

MRS 17021

물질을 흔들기 전과 흔든후의 온도변화를 알아
볼 때 사용합니다.
규격
가격(원)
500ml
990
900ml
1,100
1800ml
1,320

붉은색 깃발 약 20cm

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2구
MRS 54017 ........... 22,000원

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3구
MRS 56112 ........... 28,600원

토양이 서로 다른지층에서 물이빠지는정도
(모양,속도)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4구로 실험시 1조 추가주문
※철제스탠드 별매 26,400원

토양이 서로 다른지층에서 물이빠지는정도
(모양,속도)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철제스탠드 별매 26,400원

규격

퇴적통 Φ60*300mm, 바닥에 구멍뚫린
투명합성수지 2개1조

규격

퇴적통 Φ60*300mm, 바닥에 구멍뚫린
투명합성수지 2개1조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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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모래

모종삽
MRS 62046 .............. 2,200원

MRS 14024

비닐장갑(50매입)
MRS 74154 .............. 2,200원

초등학교

규격
노란색(100g)
노란색(500g)

가격(원)
2,200
6,600

식물의 뿌리부분을 채집할 때 사용합니다.

규격
구성

비닐로 만든 일회용 장갑으로 음식을 만들거
나 염색을 할때 또는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
는 물건을 다룰때 씁니다.

75 x 230mm
강철제, 플라스틱손잡이

젠가(쌓기용)
MRS 74155 ............ 16,500원

플라스틱막대(쌓기용)-40PCS
MRS 74156 ..............8,800원

자갈 담는 그릇 (PVC 3종)
MRS 94111 ............ 11,000원

쉽고 간편하게 , 창의력을 높이며 게임식으로
나무막대를 쌓아보세요.

쉽고 간편하게 , 창의력을 높이며 게임식으로
플라스틱막대를 쌓아보세요.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그릇을 이용해 자갈
을 담았을 때, 자갈의 물질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합니다.

규격
구성

75x25x15mm
54p + ㄷ자 거치대

여러 가지 투명컵(3종)
MRS 94112 ........... 33,000원

규격

20x35mm

다양한 투명 유리컵(5종)
MRS 94113 ........... 48,400원

여러가지 풍선
MRS 94114

여러 가지 모양의 풍선을 이용하여 기체에 대
하여 알아봅시다.
다양한 형태의 유리컵을 이용해 액체를 담았
을 때, 액체의 모양변화와 양을 알아보기 위
해 사용합니다.
규격

안전한 보관상자

다양한 형태의 유리컵을 이용해 액체를 담았
을 때, 액체의 모양변화와 양을 알아보기 위
해 사용합니다.
규격

5종

종류
토끼풍선
하트풍선
둥근풍선
긴풍선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량
5개입
5개입
100개입
100개입

가격(원)
1,540원
1,540원
22,000원
22,000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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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언덕에 물을 부으면서 색 모래의 이동 모
습을 관찰하고 물이 흙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 알아 봅시다.

초등학교
풍선펌프
MRS 86012 ..............5,500원

2018~2019
주사기(PVC)

플라스틱컵(2종)
MRS 34118 ...............1,320원

MRS 45045

초등학교
3학년 | 2학기

풍선같은 밀폐된 주머니에 공기를 쉽게 넣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코끼리 나팔(10개입)
MRS 74157 ..............4,400원

입으로 불면 소리내며 길어 집니다.

구름발생장치(1인용)
MRS 17036 ..............8,800원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모두 할 수 있도록하여
온도변화와 구름발생과정 실험이 모두 가능
한 실험장치입니다.
규격

45

500mL, 액정온도계, 공기압축 마개

규격

가격(원)

10㎖

330

20㎖

550

50㎖

880

100㎖

13,200

비닐관
MRS 86089 ..................550원

규격

주사기용 Ø4mm x 1M

진공실험용 스피커
MRS 74025 ........... 44,000원

블루투스기능의 진공실험용 미니 스피커입니다.
※ 색상과 디자인 랜덤 발송
규격

크기 50x56, 무게 115g ,
무선거리 8~10m

두 개의 컵을 각각 수조의 바닥까지 천천히
누르면서 수조와 컵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봅시다.
규격

구멍 4구, 구멍 無

페트병 압축 마개(고무타공 타입)
MRS 17035 ..............6,600원

페트병에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 압축마개
입니다.
※너무 많이 압축시키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
가 있습니다.

탁상용벨
MRS 74213 ............ 13,200원

책상 또는 교탁위에 올려 놓고 누르면 소리
를 내는 기구입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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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굽쇠 2구
MRS 32037 ........... 44,000원

단음차
MRS 32043 ............ 16,500원

소리굽쇠용 망치
MRS 32039 ..............4,400원

초등학교

규격

215 x 105 x 250mm

일정한 진동수(주파수)에 파원을 측정할 때
사용 합니다.

규격

규격

180mm 정도

215 x 105 x 250mm

팬플릇 만들기(5인용)
MRS 92002 ............ 16,500원

각도조절 빨대 팬플릇(피리형 5인)
MRS 94089 ............ 11,000원

팬플릇만들기(목걸이형)-5인용
MRS 17005 ............ 13,200원

팬플릇을 만들어 간단한 노래를 연주해보는
실험키트입니다.

팬플릇으로도 사용하고, 리드를 끼워 피리로도
사용가능한 각도조절 빨대팬플릇을 만들어봅
시다. 연주하면서 빨대의 길이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학습해 봅시다.

팬플릇 윗부분에 안전캡을 씌워 아이들이 안
전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진공실험장치(신형)
MRS 34081 ........... 39,600원

실전화기 만들기(5인용)
MRS 14032 ..............9,900원

진공용기 속에 풍선이나 초코파이를 넣은 후
뚜껑을 닫고 펌프로 용기안의 공기를 빼내면
용기 안이 진공 상태로 되어 풍선이나 초코파
이 등이 커지게 됩니다.

실 전화기에서 어떻게 소리가 전달 되는 것일
까요? 실 전화기의 실에 손을 대어 보면서 생
각하여 봅시다.

팬플룻 만들기(음조율)-5인용
MRS 17006 ........... 25,300원

EVA 줄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파이프간의
간격이 일정하고 공명의 길이 조절 EVA원형
마개를 끼우고 음계 조절 막대를 이용하여 이
를 조절하여 감으로 손쉽게 음을 맞출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규격

180 x 310 x 110mm, 1L 배기펌프 포함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이컵, 실, 누름 못, 클립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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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진동수(주파수)의 순수한 소리를 내는
음원으로 사용하며 진동수 측정, 맥놀이 현상,
소리의 간섭, 공명, 시간 측정의 기준 등으로
이용됩니다.

초등학교

2018~2019
탄산수만들기(5인용)
MRS 12486 ............ 13,200원

탄산수(사이다)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실험
을 통해 알아봅시다.

탄산수(사이다)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실험
을 통해 알아 봅시다.

탄산음료만들기실험세트(5인용)
MRS 93971 ........... 33,000원

초등학교

사이다 만들기(10인용)
MRS 94026 ............ 11,000원

4학년 | 1학기

규격

식용소다 1kg

자갈(1kg)

식용구연산(450g)
MRS 74159 ..............9,900원

용량

식용구연산 450g

모래(1kg)

MRS 74160 ..............4,400원

MRS 74161

용량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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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에센스, 포도에센스, 합성색소,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액상과당,
감미료, 스픈빨대, 뚜껑있는 투명병

10인용

식용소다(1kg)
MRS 74158 ............ 11,000원

용량

구성

자갈 1kg

유리컵
MRS 86008 ...............1,650원

규격

약 200ml

진흙(1kg)
..............4,400원

모래 1kg

MRS 74162

용량

..............4,400원

진흙 1kg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지층모형
MRS 54046 ......... 143,000원

투명플라스틱원통
MRS 54018 ........... 24,200원

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2구
MRS 54017 ........... 22,000원

규격

토양이 서로 다른지층에서 물이빠지는정도(모
양,속도)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철제스탠드 별매 26,400원
규격

규격 Ø50 x 500mm
구성 2개 1조

240 x 110 x 140mm, 2종 1조, 움직지층 2종 1조

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3구
MRS 56112 ........... 28,600원

퇴적통 Φ60*300mm, 바닥에 구멍뚫린
투명합성수지 2개1조

퇴적암 만들기(5인용)
MRS 14026 ........... 22,000원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봅시다.

규격

굵은모래, 가는모래, 일반모래, 풀, 컵5개,
나무막대5개

지층과 지층구조 만들기(5인용)
MRS 12226 ........... 22,000원

지층모형만들기(식빵)
MRS 14025 ............ 18,700원

지층 모형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지층에 대
해 알 수 있습니다.

식빵으로 만든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층과 아래층 중
에서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봅시다.

구성

플라스틱 시험관 5개, 탄산 칼슘 1개,
색모래 1개, 색자갈 1개, 석고 가루 1개,
양면테이프 10개

퇴적통
Φ60*300mm,
규격 바닥에 구멍뚫린
투명합성수지
2개1조

구성

지층 퇴적암 만들기(5인용)
MRS 94120 ........... 22,000원

퇴적암의 생성과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규격

모래, 진흙, 자갈, 풀, 종이컵5개,
숟가락5개, 나무막대5개

색모래지층모형만들기
MRS-93854

7,700원

4색 식빵스폰지 2조, 식빵칼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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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물질(자갈, 모래, 진흙)이 쌓여 단
단하게 굳어서 형성된 지층(지면의 층)의 과정이나 형태, 구
조, 특성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구(모형)입니다.

초등학교

토양이 서로 다른지
층에서 물이빠지는
정도(모양,속도)를
관찰 할 수 있습니
다.
※4구로 실험시 1조
추가주문
※철제스탠드 별매
26,400원

지층이 만들어질 때
자갈, 모래, 진흙 등
이 쌓이는 모양을
관찰하는 합성수지
투명 원통입니다.

초등학교
6종퇴적암(퇴적물표본)
MRS 74163 ......... 132,000원

2018~2019
퇴적암 6종세트
MRS 74164 ............ 16,500원

우드락을 이용해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과정과 그 모양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역암 2종, 사암 2종, 이암 2종 총 6종으로 교과
서 실험 관찰 내용대로 퇴적암을 구성하여 입자
의 크기와 표면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러가지 색깔의 우드락 지층 실험
MRS 93005 ..............3,300원

4학년 | 1학기

1.암석상자에서 퇴적물과 암석을 각각 암석분류표의 해
당 위치에 놓습니다.
2.퇴적암을 돋보기로 관찰하여 그 특징(퇴적물 입자의
크기, 색깔)을 활동지에 기록 합니다

규격

50X20X6cm

6종 1조, 목상자, W235xH165xD40mm

구성

역암 2종, 사암 2종, 이암 2종

규격

조개 화석 표본 12종
MRS 74165 ........... 55,000원

고사리 화석 세트
MRS 74166 ........... 55,000원

고사리 화석 표본
MRS 74167 ........... 38,500원

초등용 조개 화석 12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조개
화석을 모둠별로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3가지 종류의 조개 화석을 4개씩 총
12개의 실물 조개 화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고사리 화석을
모둠별로 관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실
물 고사리 화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0x70mm 이상의 엄선된 실물 화석 표본으로
고생대 석탄기 고사리와 현생 고사리를 비교
할 수 있는 최적의 실물 고사리 화석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규격

3종 12개 목상자, W120xH90xD45mm

구성

조개 화석 3종 12개

화석만들기(암모나이트, 삼엽충)-5인용
MRS 74168 ............ 13,200원

구성

석고가루,틀,종이컵,나무젓가락,색소

규격

35cm X 10cm (4개1조)

규격

내용물 퇴적암 및 퇴적물 6종, 퇴적암 분류장 1장

고사리 화석 5종 목상자입

9종화석 관찰키트
MRS 74169 ........... 24,200원

총 30종의 화석중 9종 랜덤발송

규격

초등교과서화석 6종세트
MRS 74179 ........... 99,000원

교과서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화석들을 재미있
고 생동감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모형이 아닌
실물화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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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화석키트9종,미니 돋보기1개
상자size:180x120mm

50x70x20mm 이상, 목상자,
W120xH90xD45mm

구성

6종1조 목상자
삼엽충,고사리,나뭇잎,물고기,
새 발자국,산호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동물화석 6종세트
MRS 71207 ........... 88,000원

조개, 나뭇잎화석만들기(10인용)
MRS 94121 ........... 24,200원

조개화석 모형만들기(6인용)
MRS 94122 ............ 14,300원

초등학교

규격
구성
재질

6종 1셋트, W243 X H175 X D31mm, 설명서
삼엽충, 암모나이트, 새발자국, 완족류,
물고기, 산호
최고급 고급스톤

실리콘몰드 화석만들기(6종)
MRS 94034 ............ 11,000원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구성

알지네이트(35g), 숟가락(2개),
종이컵(대10개), 제과용칼(1개),
나뭇잎몰드(5개), 조개몰드(5개),
찰흙(5개), 찰흙판(10개), 나무막대(10개)

조개화석세트
MRS 74171 ........... 55,000원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알지네이트(20g), 종이컵(대6개),
종이컵(소3개), 찰흙판(6개), 나무막대(6개),
조개몰드(6개), 황토찰흙(3개), 숟가락(2개),
제과용칼(1개)

구성

알지네이트(500g)
MRS 86125

<화석제작용>
부드러운 고급 실리콘재질로 된 몰드를 이용
하여 만들기 편리하고 실험이 간단합니다. 또
한 굳히기가 편리한 고급 알지네이트를 사용
하여 훌륭한 6가지의 조개화석을 얻을 수 있
습니다.

조개껍데기
MRS 86126

<혼합조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조개 화석을
다양한 종류의 실물 조개 화석으로 구성하였
습니다.
규격

<고급형>

종류

가격

고급형
화석제작용

33,000원
16,500원

조개 화석 5종 목상자입

지층공룡화석 발굴키트
MRS 10332 ........... 22,000원

공룡화석발굴(고급형)
MRS 74172 ........... 24,200원

현장학습 그대로 퇴적 지층을 한층한층 깨뜨
리며 지층도 학습하고 공룡,시상,표준화석도
발굴합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공룡화석을 발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개>

화석 만들기 재료로 사용합니다.
종류

규격

가격

혼합조개

5개1조, 4~5cm

1,100원

일반조개

약40~50개입

7,700원

구성

공룡화석1점,시상화석1점,중생대지층
표본,발굴도구(망치,정,붓),관찰기록카드
1,2, 작업지

규격
종류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0x140mm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프데라노돈
(선택사항)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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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박물관에 전시된 (교과서에 나오는) 동물
화석을 엄선하여 학생들이 지질시대의 화석에
대해 자세하게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한 포장재. 수입지 포장재

초등학교
강낭콩 키우기화분
MRS 74173 ........... 44,000원

2018~2019
여러가지 씨앗(6종)
MRS 74174 ............ 14,300원

10색환
MRS 86025 ............19,800원

초등학교
4학년 | 1학기

강낭콩의 성장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
니다. 접이식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식물의
성장관찰이 용이합니다.

구성

참외, 사과나무, 채송화, 강낭콩, 봉숭아,
호두나무

※ 자동급수조절 페트병은 별도구매 제품입니다.
규격

트레이(화분) : 285×275×70㎜, 지주를
폈을 때 높이 980㎜

친환경 수경재배키트(5인용)
MRS 11244 ..... 각 22,000원

수경재배법을 통해 뿌리의 상태와 성장 모습
을 직접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종류

75×230㎜
플라스틱용기, 수경재배포트,
식물영양재, 파종스펀지, 씨앗, 라벨지
상추, 청경채, 치커리 택1

모종삽

식물의 뿌리부분을 채집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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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74175

.............. 2,200원

화분(받침포함)

규격

9.5×8.5cm

75×230㎜
강철재, 플라스틱손잡이

규격

330×260mm

팻말

MRS 74214

규격
중
소

화분망(10장)
MRS 74176 ..............8,800원

식물의 한살이 관찰을 위한 씨 심기

물뿌리개

MRS 62046 .............. 2,200원

규격
구성

화분

MRS 74177

가격
9,900원
5,500원

규격

가격

4.2cm×7cm
6cm×9.5cm
8cm×12.5cm

180원
250원
35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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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카드(VR기능)
MRS 74138 ............................................ 34,100원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식물뿐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꼭 알아야할 식물 등 210여 가
지의 식물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식물의 모양과 특징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
으며, 식물이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식
물의 생물학적 특징과 생태적 모습을 부록으로 담아 식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식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의 정보
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그리고 또! 사진을 증강현실(AR)로 표
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다.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식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식물들을 만나 보세요.

초등학교

식물도감(양장본)
MRS 74137 ........................................... 44,000원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 사이즈)
260P
양장본
2018년 최신판

카드 크기
카드 개수
특징

가로 185mm x 세로 125mm
동물 50장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강낭콩기르기(5인용)
MRS 14061 ..............8,800원

싹 틔우기 관찰 세트
MRS 17008 ..............5,500원

강낭콩 한살이 표본
MRS 71182 ......... 132,000원

강낭콩을 화분에 심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합
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틔우기를 할 수 있는 제품.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비교하며 키울
수 있다. 투명컵을 사용해 발아과정을 단계별
로 관찰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뒷면, 아랫면
등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씨앗의 발아과
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성

화분, 화분받침대, 흙(1봉/5인용),
강낭콩씨(20~30알), 화분팻말

벼 한살이 표본
MRS 11276 ........... 88,000원

식물의 씨앗 부터 모종 크기 까지 성장 단계
별로 진짜 실물을 표본으로 만들어 아크릴 볼
록 하나에 담았습니다.
규격

구성

투명컵100ml 2개, 솜 2봉지, 강낭콩 5알, 옥수수 5알

규격

140 x 62 x 20mm, 6종 1조

강낭콩씨앗 발아과정(아크릴표본)
MRS 71139 .......... 121,000원

벼씨앗 발아과정(아크릴표본)
MRS 71139 .......... 121,000원

규격

규격

4개 1조

4개 1조

160x75x18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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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페이지
형태
특징

초등학교
강낭콩(500g)
MRS 74178 ..............9,900원

2018~2019
솜(탈지면)

바구니(미니상자)

MRS 86093

MRS 43099

초등학교
교실이나 과학실에서 교재, 교구를 정리 보관
하는데 용이합니다.
용량

강낭콩 씨앗 500g

450g

4학년 | 1학기

규격

11,000원

구분

규격

2,750원

1호

220 x 150 x 6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3,300

2,200원

2호

280 x 210 x 7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5,500

3호

A4용 - 340 x 270 x 9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6,600

4호

B4용 - 400 x 335 x 11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9,900

5호

A3용 - 460 x 360 x 110mm(노랑)

16,500

50g
10g

스탠드(지지대+지주)

철제 스탠드 세트
MRS 43101 ........................................... 44,000원

MRS 43100

구분
A형

B형

규격
지지대 : 주철제,
150 x 200 x 20mm
지주 : 연강제, Ø12 x 800mm
지지대 : 주철제,
150 x 200 x 20mm
지주 : 연강제, Ø12 x 600mm

용수철실험장치(투명눈금형)
MRS 31014 ........... 33,000원
기존의 철제스탠드에
결합하여, 모양이 같
고 탄성이 다른 2종
의 용수철로 실험합
니다. 투명한 눈금자
가 앞면에 부착되어
실험을 이해하고 결
과를 확인하기 편리
합니다.
※ 철제스탠드 별매
구성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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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자 수직 300mm, 추 10g x 5EA,
용수철 강.약 각 2개씩, 눈금지침걸이
폭 2cm x 길이 5m

가격(원)

가격(원)
30,800

26,400

실험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지주
클램프
링

용수철(당김용)
MRS 31030 ..............5,500원

용수철을 일정한 힘으로 잡아 당기거나 추를 매달아 질
량의 변화와 용수철의 변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규격

선경 Ø0.5×권경 10mm,
길이 50mm, 10개입

150 x 200 x 20mm
Ø12 x 600mm, 연강제, 크롬도금
홀더포함
Ø50, 70, 90mm, 3종 1조, 홀더포함

추(10개입 세트)
MRS 31023

무게/수량

가격(원)

10g / 10개 1조 상자입
20g / 10개 1조 상자입
30g / 10개 1조 상자입
50g / 10개 1조 상자입

11,000
14,300
17,600
33,000

100g / 10개 1조 상자입

48,4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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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철저울(투명원형)
MRS 31040 ........각 8,800원

용수철저울세트(6종)
MRS 74010 ........... 66,000원

내부관찰용 저울
MRS 21028 ........... 22,000원

초등학교

규격

100g/1N , 200g/2N , 250g/2.5N ,
500g/5N , 1000g/10N , 2000g/20N ,
3000g/30N , 5000g/50N

힘의 평형판
MRS 31166

........각 8,800원

물체(추)의 수와 판의 거리 변화로 힘의 모멘
트 및 지렛대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규격
구성

규격

목재 : 판의 크기 40 x 400mm 정도
PVC제 : 판의 크기 40 x 400mm 정도
삼각받침대, 물체(추) 10개

나만의 저울 만들기 종합세트
MRS 17007 ........... 33,000원

①나만의 저울 만들기
②나만의 옰걸이 저울 만들기
③나만의 바지걸이 저울 만들기
④나만의 방안자 만들기
⑤나만의 용수철 저울 만들기

200g(2N), 250g(2.5N), 500g(5N),
1000g(10N), 2000g(20N), 5000g(50N)
(6종1세트) 목상자입

저울의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원리
를 배웁니다.
규격

양팔저울(스탠드식)
MRS 21020 ........... 44,000원

역학 지레작용에 대한 실험용으로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 실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수평조절장치가 있습니다.
규격

투명 2kg

나만의 저울 만들기(수평)-5인용
MRS 14043 ........... 22,000원

구성

플라스틱판, 꼬치막대,컵, PVC판

팔(간평)의 길이 40 x 400mm,
접시 Ø120mm 2개, 추 10g 10개

모빌로 수평잡기(5인용)
MRS 14041 ............ 16,500원

수평잡기 나무(하트) 시소
MRS 14042 ............ 13,200원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와 다른 친구가 시소를
탈 때 앉는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균형이 맞을까요? 모빌로 수평잡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받침점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
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규격

310 x 45mm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 x 250 x 9mm (평형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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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역학을 실험하는데 있어서 작용되는 힘의 크기를 효과
적으로 측정하고, 투명하여 학생들이 보기가 용이합니다.

초등학교

2018~2019
태양 야광팔찌 만들기(10인용)
MRS 93148 .............12,100원

태양 야광팔찌/자외선 야광 겸용 팔찌(10인용)
MRS 93149 .............12,100원

모양과 크기가 다른 다양한 비즈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태양구슬과 야광구슬을 이용하여 나만의 독
특한 팔찌 또는 핸드폰고리를 만들어 봅시다.
실내에서 팔찌를 만들어 보고 밖에 나가면 태
양빛(자외선)에 의해 신기하게도 구슬색깔이
변하고 밤에는 야광구슬이 어둠속에서 빛을
냅니다.

자외선에 반응하는 야광 팔찌 만들기 입니다.

초등학교

모양과 크기가 다른 구슬(5인용)
MRS 74180 ..............8,800원

4학년 | 1학기

구성

보관용케이스, 다양한 비즈 구슬,
칼라 탄성끈

형광자외선 팔찌만들기(10인용)
MRS 12365 .............12,100원

자외선(햇빛)에 노출되면 투명하던 비즈가 다
양한 색상을 띠며 변하는 신기한 비즈 어두운
곳에서나 밤이 되면 야광 빛을 냄

콩, 팥, 좁쌀 분리체(3종)
MRS 54038 ........... 33,000원

크기가 다른 콩, 팥, 좁쌀이 다른 크기의 구멍
에서 빠지는 모습을 투명 받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 조립이 가능하며 다
양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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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25mm, 받침높이 100mm,
체의 높이 55mm

우레탄 줄
.............. 2,200원

MRS 74181

우레탄줄은 각종 팔찌, 목걸이 줄, 비즈 공예
등에 쓰입니다.

다용도 분리체
MRS 54037 ........... 22,000원

투명재질로 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3
단 모두 분리가 가능합니다.
규격

6mm구슬

Ø130 x 125mm (조립시)

소금물 그림그리기(6인용)
MRS 74182 ..............8,800원

MRS 14064

혼합물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
는 실험에서 혼합물로 쓰입니다.
종류
쇠구슬
PVC구슬

규격
300개입
300개입

가격
12,100원
8,800원

크소금물을 이용하여 검은색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 봅시다.
구성

소금, 플라스틱컵, 검은색종이, 붓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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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종이 만들기(5인용)
MRS 74183 ............ 13,200원

종이를 만들어 보자 세트
MRS 74184 ............ 14,300원

종이만들기 틀
MRS 74185 ............19,800원

초등학교

리트머스 종이만들기(20인용)
MRS 12205 ............ 15,400원

구성

구연산,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리트머스
가루,거름종이(7cm),비이커,나무스틱,핀
셋,플라스틱용기

믹싱볼(눈금있는대형그릇)
MRS 94110 ..............9,900원

재생 종이를 만들때 사용합니다.

재생 종이를 만들때 사용하는 틀 입니다.

재질

플라스틱

재질

목재

구성

밑판 , 거름망 2개, 누름판

규격

245 x 165 x 25mm

식용색소
MRS 86063 ........ 각 4,400원

전원
색상

1g 30개입
적색, 황색, 분홍색, 초록색

페트리 디쉬(플라스틱)

비밀편지 쓰기(5인용)
MRS 94049 ............ 23,100원

녹말과 요오드화칼륨 용액을 이용하여 친구
에게 비밀편지나 그림을 그려 보세요.

샬레(유리)

MRS 45104

MRS 45178

<분리형>

혼합물 분리를 위한 믹싱볼 입니다.

규격

Ø25

품명

규격 및 구성

가격(원)

A형

Ø90 x 15mm, 10개입

4,400

B형

Ø60 x 15mm, 20개입

6,600

C형

Ø150 x 15mm, 10개입

13,200

분리형

Ø90 x 15mm, 20개입

8,800

화학반응 실험이나 건조, 생물의 배양 실험
등에 사용. 보통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Ø90㎜
Ø120㎜
Ø150㎜

가격(원)
4,400
6,600
12,100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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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만들기 틀을 직접 만들어 재생 종이를 만
들어 봅시다.

초등학교

2018~2019
동물카드(VR기능)
MRS 74135 ............................................ 34,100원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동물뿐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과 꼭 알아야할 동물
등 210여 가지의 동물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 동물들의 분류와
설명을 보다 쉽게 담아, 한 눈에 동물들의 생태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뚫고
나올듯한 생생한 사진은 동물들을 보다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동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의 정보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증강현실(AR)로 표현해, 스마트폰
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다. 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동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동물들을 만나 보세요.

초등학교

동물도감(양장본)
MRS 74134 ...........................................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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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페이지
형태
특징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사이즈)
260P
양장본
2018년 최신판

원형루페(보급형)
MRS 63016 ............ 16,500원

개미나 우산이끼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규격

10배

사육상자(PVC)
MRS 62059 ..............8,800원

전면 투명재질로 관찰이 용이하며, 뚜껑에 먹
이뚜껑이 달려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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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x 150 x 150mm

카드 크기
카드 개수
특징

가로 185mm x 세로 125mm
동물 50장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곤충 채집 세트
MRS 62031 ............81,400원

포충망(학생용)
MRS 62034 ........... 33,000원

곤충을 채집하는 휴대용 도구로서 채집상자, 포충망,
삼각통, 독병을 한 조로 하여 세트화되어 있습니다.

나비 등 날아다니는 곤충을 채집할 때 사용
합니다.

구성

4종 1조, 채집상자, 포충망,
삼각통, 독병

시험관(플라스틱)

규격 및 구성

Ø300mm 이상, 2단 조립식

얼음의 무게와 부피 변화관찰세트
MRS 17017 ........... 38,500원

MRS 45109

품명

규격

가격

A형 Ø12 x 75mm 25개입, 5㎖

11,000원

B형 Ø17 x 100mm 25개입, 14㎖
Ø12 x 75mm 100개입, 5㎖
C형
※ 뚜껑 미포함

13,200원
17,600원

시험관에 물이 얼었을 때와 안얼었을때의 양
과 무게를 재어봅시다.
구성

얼음담는용기, 시험관2개, pvc숟가락1개,
온도계1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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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조기
MRS 74186 ........... 88,000원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컵
MRS 14069 ..................330원

눈 만들기(Insta-Snow Powder)
MRS 93052 ........... 55,000원

초등학교

전원

크기

400ml 정도

구성

컵(무구), 평뚜껑포함

220V

향기나는 자연증발 가습기꽃(5인용)
MRS 11645 ............19,800원

한지꽃 천연가습기(5인용)
MRS 12314 ............ 13,200원

LED 손전등(5W)-줌기능
MRS 37029 ..............9,900원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이 늘어나는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에
물 흡수력이 높은 뛰어난 부직포와 아로마향을 이용하여 건조
한 실내 습도도 높이고 향기나는 가습기 꽃을 만들어 봅시다.
투명컵, 부직포, 뚜껑, 고무줄,
구성
아로마향, 칼라스톤, 라벨스티커

컬러한지를 사용하여 물의 상태변화(증발)를
이용한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림자 관찰등 빛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에
사용합니다.

LED 손전등

종류
DM용
줌기능
일반용

칼라한지, 핸드타올, 오색스톤,
고무줄, 편백나무향오일, 투명컵

스탠드식 LED 손전등

MRS 33103

<DM용>

구성

<일반용>
가격(원)
6,600
26,400
7,700

5W, 17x2.7cm

빛과 그림자 놀이
MRS 12145 ............ 11,000원

MRS 33102

<줌기능>

규격

종류

규격

가격(원)

A형

줌조절, 스탠드 포함

44,000

B형

자외선기능, 스탠드 포함

48,400

C형

레이저 포인트, led손전등, 스탠드 포함

55,000

D형

자외선, 하이파워 led, 스탠드 포함

55,000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형EVA, 조명장치, 스크린 모형틀,
9v건전지, 필름지, 인체그림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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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나 채소등 식물을 건조 할 때 사용합니
다. 4단 구성 전기안전 인증 제품입니다.

하얀가루(Insta-Snow Powder) 한 스푼(약 3g)을 컵에 담고 약
60㎖ 정도의 물(깨끗한 물)을 부으면 약 100배 정도의 눈이 순식
간에 만들어 집니다. 물에 색소를 타면 색깔 있는 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은 그냥 두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영화 및 파티 등
에 특수효과를 내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눈에다 소금을 뿌리면
눈이 녹습니다. 눈이 건조되면 다시 모아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역성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루와 물의 비율은
가루 1g에 물 20㎖ 정도가 적당
규격
약 450g

초등학교
그림자스크린

2018~2019
물체받침대(아크릴)
MRS 33113 ............ 11,000원

MRS 33114

물체받침대(아크릴, 높이조절식)
MRS 37030 ............ 13,200원

초등학교

그림자를 관찰할
때, 물체를 올려 놓
는 받침대입니다.
나사를 이용한 높
이 조절이 기능이
있어 자유롭게 원
하는 높이에 물체
를 놓을 수 있습니
다.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어 그림자를
최소화 하였습니
다.

4학년 | 2학기

사람이나 사물의 그림자 실험을 관찰합니다.
규격

가격

소(400 x 300mm)

24,200원

대(500 x 400mm)

28,600원

물체 받침대만들기(유압식)
MRS 14081 .............. 9,350원

그림자를 관찰할 때, 물체를 올려놓는 받침대
입니다. 투명아크릴로 제작되어 그림자를 최
소화 하였습니다.
규격

상판 80 x 80mm, 높이 100mm

그림자 크기(5인용)
MRS 96040 ..............6,600원

규격
높이

상판
하판
최고
최저

800 x 800mm
150 x 150mm
170mm
95mm

그림자 관찰세트(상자형)
MRS 33105 ........... 66,000원

빛과 물체사이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
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그림자놀이를
해봅시다.
유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하여 만들어 볼 수 있
습니다. 색연필 등으로 예쁘게 색칠을 하거나
꾸며 나만의 리프팅 자키를 만들어 보세요.

구성 사각영 보드, 이쑤시개, 스티로폼 공, 기름종이, 상자 전개도
개인 준비물
투명테이프, 손전등, 가위, 유성펜
제공물
실험지 & 탐구 보고서, 지도서
빛이 곧게 나가는 성질을 이용하여 광원과 물체의 가장
 원리 자리를 이어서 선을 그으면 물체의 그림자가 어떤 모습일지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관찰세트(노출형)
MRS 33106 ............29,700원

그림자의 비밀
MRS 33107 ........... 38,500원

빛의 거리와 방향을 이용한 그림자 관찰기구로서
광원, 물체, 막(스크린)을 이동하면서 그림자의 크
기와 밝기, 위치 등을 관찰하는 기구입니다.

물체와 전등, 각도와 그림에 따라 그림자의 모
양이 달라지며 스크린의 다양한 숨은 그림자
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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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판 450x170x15mm, 물체 1개,
스크린 210x250mm, 광원6V용 2개

규격

스크린 200 x 200mm
물체 450 x 200 x 15mm, 전등 1개

빛의 거리와 방향을 이용한 그림자 관찰기구
로서 광원, 물체, 막(스크린)을 이동하면서 그
림자의 크기와 밝기, 위치 등을 관찰하는 기구
입니다.
규격

300 x 200 x 200mm

손잡이 달린 컵
MRS 14080

빛이 물체를 통과하는 정도와 그림자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 볼 때 사용합니다.
규격

가격

유리컵 9 x 10.5cm

6,600원

도자기컵 9 x 10.5cm

6,600원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거울 꽃 물체
MRS 14076 .............. 2,200원

아크릴(플라스틱)거울-잠망경용
MRS 33122 ..............3,300원

아크릴거울(잠망경용)10개입
MRS 16012 ..............4,400원

초등학교

규격
구성

30 x 45mm
10개입

플라스틱 재질의 단면 거울로 가위나 칼로 잘
라서 사용할 수 있다.
규격
구성

평면거울
MRS 33144 .............. 2,750원

유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하여 만들어 볼 수 있
습니다. 색연필 등으로 예쁘게 색칠을 하거나
꾸며 나만의 리프팅 자키를 만들어 보세요.
규격

100 x 150mm

빛의 반사(10인용)
MRS 37032 ........... 28,600원

거울의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규격

가로 14, 세로 11, 높이 4cm

레이저포인트(4 in 1)
MRS 74019 ........... 44,000원

4가지 기능이 있는 레이저 포인트 입니다.

레이저 색상

빨강

물체의 빛반사(5인용)
MRS 74187 ............ 13,200원

거울로 물체의 모습을 여러 개 만들어 봅니다.
구성

알루미늄박, 아크릴거울, ,공룡인형,
각도기그림

122 x 25mm , 두께 : 0.5mm
잠망경용 거울 10개입

빛의 반사, 굴절 실험세트 만들기
MRS 14079 ..............9,900원

삼면의 거울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쏘아 빛의
반사와 굴절을 알아 보는 실험교구
거울을 이용하여 물체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
을 관찰하여 보세요!

삼각 반사거울 만들기
MRS 14078 ..............6,600원

각 면이 분해 조립이 용이한 퍼즐 구조로 되어있
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며, 보관이 용이하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3 × 143 × 138mm

초등학교

60

4학년 | 2학기

거울로 물체의 모습을 여러 개로 만들 때 사
용합니다.

초등학교
누워서 보는 안경
MRS 12755 ............ 13,200원

2018~2019
잠망경

만화경 만들기(5인용)
MRS 14052 ........... 22,000원

MRS 33150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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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볼수 있는 아이디어 안경입니다. 거울
반사원리를 느껴보세요.

거울의 반사를 이용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부
분을 보며 빛의 굴절과 반사에 대해 이해해 봅니다.
규격
약 300mm

만화경

목재
PVC

가격(원)
22,000
22,000

만화경 안을 들여다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펼
쳐집니다. 거울의 성질을 이용하여 무늬가 변
하는 과정을 만들어 봅시다.

MRS 14053 ..............4,400원

다면체 만화경(10인용)
MRS 12110 ............ 14,300원

3차원 정육면체 만화경만들기(5인용)
MRS 12107 ............19,800원

반사에 의해 다양한 무늬가 변화하며 많은 상
과 갖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냅니다.

삼각뿔 만화경에 물체를 중앙에 끼우면 거울
에 반사되어 물체가 여러개로 보입니다.

거울에 직접 스크래치를 내여 색깔을 입혀 6개의 거울에
반사됩니다. 만화경을 들여다 보면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스크래치를 낸 거울을 거치고 거울에 의해 계속 반
사되면서 환상적인 3차원 무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성

거울지, 삼각뿔 도안, 도형 이미지,
조화, 스카치 테이프

구성

만화경 도안, 아크릴거울, 드라이버(스크래치용),
양면테이프, 미니스카치테이프, 설명서

정육면체 만화경 만들기
MRS 93416 ............19,800원

EVA 정육면체 만화경만들기(5인용)
MRS 94096 ........... 22,000원

마시멜로 화산 활동 모형 실험(5인용)
MRS 74188 ............ 11,000원

ㆍ 만화경은 거울의 반사를 이용하여 사물의 대칭
을 보는것.
ㆍ 정육면체 만화경은 거울 6개가 하나의 물체를
반사하게 되므로 바닥의 그림은 공중에 떠 있
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개의 거울을 서로 붙여 다양한 모양을 보
이게 한 거울상자를 만화경이라고 합니다.

마시멜로가 암석의 역할을 해서 열을 받으면
녹아서 마그마 형태로 분출되는 실험을 통해
용암이 분출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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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용

구성

EVA도면, 플라스틱거울, 못, 양면테이프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화산재
MRS 54144 .........각 7,700원

화산암석조각
MRS 54143 .............. 7,700원

화산 암석 관찰 키트
MRS 54128 ........... 33,000원

초등학교

구성

코코아색(50g), 흰색(50g)

화산 만들기(5인용)
MRS 93075 ............ 14,300원

화산 쇄설물의 일종이며 화산의 폭발에 의하
여 지표로 방출된 크고 작은 암석의 조각들입
니다.
규격

지름 약 3~5cm

화산모형 실험키트
MRS 54052 ............77,000원

규격

W150 x D130mm, 종이상자 入
화산재, 화산암석 조각, 부석, 화강암,
구성
현무암
별도 준비물
돋보기

화산분출물 표본(5종)
MRS 54071 ........... 33,000원

구성

특징

점토로 화산을 만들고 화산을 폭발시켜 봅니
다.

화산모형
MRS 54045 ......... 165,000원

마그마의 폭발로 나타나는 화산의 분출상태,
화산의 모양이나 구조, 지층의 모양 등을 설명
하는 기구(모형)입니다.
규격

520 x 330 x 250mm

직접 조립하며 배우는 과학탐구용 완구입니
다.

5종 1조, 목상자入
용암, 화산탄, 화산재, 스코리아, 부석.
한솔 화산 분출물 표본은 화산이
폭발할 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암석
표본입니다. 여러 가지 샘플을 모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색깔의 우드락 지층 실험
MRS 93005 ..............3,300원

지진실험키트
MRS 11464 ........... 24,200원

우드락을 이용해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과정과 그 모양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1개의 키트로 내진, 제진, 면진 등 5가지 이상
의 실험이 가능합니다.

규격

35cm X 10cm (4개1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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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폭발로 분출된 미세한 물질입니다.

한솔 초등 4학년 화산 암석 관찰 키트는 교과
서에 나오는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분출
물과 암석들을 비교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스티로폼 구
MRS 86064 .........각 2,750원

2018~2019
젠가(쌓기용)
MRS 74155 ............ 16,500원

지진활동(판넬)
MRS 74189 ..........110,000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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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Ø2cm 40개입
Ø3cm 15개입
Ø5cm 8개입

지진에 안전한 건물 모형을 디자인해봅시다.
규격

규격

600x900mm

75x25x15mm

지진발생시 대처요령(판넬)
MRS 74190 ..........110,000원

지진이 일어나면(판넬)
MRS 74191 ..........110,000원

지진대와 화산활동(판넬)
MRS 74192 ..........110,000원

규격

규격

규격

600x900mm

600x900mm

600x900mm

식물도감(양장본)
MRS 74137 ........................................... 44,000원

식물카드(VR기능)
MRS 74138 ............................................ 34,100원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식물뿐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꼭 알아야할 식물 등 210여 가
지의 식물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식물의 모양과 특징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
으며, 식물이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식
물의 생물학적 특징과 생태적 모습을 부록으로 담아 식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식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의 정보
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그리고 또! 사진을 증강현실(AR)로 표
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다.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식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식물들을 만나 보세요.

판형
페이지
형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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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210mm x 세로 297mm(A4 사이즈)
260P
양장본
2018년 최신판

카드 크기
카드 개수
특징

가로 185mm x 세로 125mm
동물 50장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물순환 실험장치키트(5인용)
MRS 18048 ..............8,800원

물의 순환 과정
MRS 95016 ..............8,800원

물의 순환과 구름(5인용)
MRS 11607 ..............5,500원

초등학교

구성

인조얼음, 플라스틱컵, 물 순환 과정
스티커

구성

물의 순환 과정과 구름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전자 키트 부품(LED, 습도센서, 건전기
홀더, 저항 등)
우드락 합지 전개도, 용지, 양면테이프

바닷물로 식수만들기(5인용)
MRS 96225 ........... 25,300원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5인용)
MRS 11679 ........... 39,600원

지구 표면의 약 70%는 바다로 덮여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 있는 물의 약 97.22%는 해수입
니다. 해수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등의 염류가 들어있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관찰
합니다.

간이정수기(4단분리형)-5인용
MRS 11863 ........... 24,200원

오수정화빨대(라이프스트로우)
MRS 17096 ........... 66,000원

물의 순환 과정 실험 장치
MRS 12929 .........242,000원

오염된 물을 4단계 정화 과정(자갈, 여과지,
활성탄, 솜등)을 통해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정수 장치가 내장된 빨대를 통해 오염된 물을
정화 하는 장치입니다.

물의 순환 과정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장치입니다.

물의순환 과정(5인용)-지퍼백식
MRS 74193 ............ 11,000원

규격
구성

방수비닐팩 : 20cm*30.1cm
끈 길이 : 약 50cm
방수비닐팩, 물의순환스티커, UV구슬,
색소(파랑), 가죽끈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8x35x10cm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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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순환 과정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키트입니다.

물의 순환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전자키트입니다. 습도감지
센서가 수중기를 감지하면 LED가 켜지도록 설계된 전자키트
를 전개도와 함께 조립을 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용
기와 뜨거운 물을 담고 완성된 교구 안에 넣으면 ‘모락모락’ 올
라오는 수증기를 습도센서가 감지합니다. 이때 LED가 켜지면
서 교구 밖에 그려진 물의 순환고정을 돋보이게 합니다.
※ 별매 : 건전지(1.5V-AA)-2개

초등학교

2018~2019
시온물감(븟달린병)

매직 물감 손잡이 컵 만들기
MRS 37043 .............................................................................. 19,800원

MRS 18523

초등학교
5학년

•
•
•
•
•

• 온도차이에 따라 색깔이 변화는 시온물감(수
성)입니다.
•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열변색 물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에 머그컵을 만들어 보세요.
머그 제작 장비나 과정없이 누구나 손쉽게 5~10분만에 머그컵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도 이상의(온도가 높을 수록 더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물만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5분이내 빠르게 제작을 희망하시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가능합니다.
손쉬운 제작과정으로 체험학습 및 방과후 수업재료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구성

종류
고온
저온
체온
3종세트

머그컵, 매직물감

시온 물감(수성)

가격
8,800원
8,800원
8,800원
29,700원

시온물감(유성)

MRS 34036

MRS 34125
온도 차이에 따라 색
깔이 변하는 신기한
시온물감입니다.

고온
고온용
저온용

특징
색변화
특징
색변화

체온
(중온)용

특징

색변화
규격

가격

저온

저온, 체온,
고온(체온용)

고온

상온에서 분홍색이었다가 고온(40°C 이상)일 경우에 흰색으로 변함.
분홍색 → 흰색(40°C)
상온에서 무색이었다가 저온(10°C 이하)일 경우에 청색으로 변함.
무색 → 청색(10°C)
저온(10°C)에서 녹색이었다가 체온(28°C 이상)일 경우에 오렌지색,
고온(40°C)에서 노란색으로 변함.
녹색(10°C) → 오렌지색(28°C) → 노랑(40°C)
용량 15㎖

고온용

8,800원

온도 차이에 따라 색
깔이 변하는 신기한
시온물감입니다.

저온용

8,800원

체온(중온)용

8,800원

고온용
저온용

특징

29,700원

저온, 체온,
고온(체온용)

상온에는 보라색이며 40°C이상에는 분홍색으로 색이 변하는 시온 물감입니다.

색변화

상온보라색 → 고온 40°C이상 분홍색

특징

상온에는 무색이며 10이하에는 파랑색으로 색이 변하는 시온물감입니다.

색변화

상온무색 → 저온 10°C이하 파랑색

특징

상온에는 녹색이며 40°C이상에는 노랑색으로 색이 변하는 시온물감입니다.

체온
(중온)용 색변화

3종 1세트

저온

상온녹색 → 체온 30°C이상 노랑색

규격

가격

용량 15㎖

고온용

저온용

체온(중온)용

3종 1세트

16,500원

16,500원

16,500원

44,000원

시온물감 4종
MRS 86133 ............................................................................. 33,000원

시온물감(펜타입)
MRS 12786 .............12,100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뚜껑에 물감을 덜어내어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팔레트가 필요 없습니다. 남은 물감은 다시 보관통에 넣어 보
관하세요. 농도가 너무 진하다면 뚜껑에 물을 조금 추가하여 사용하
세요. 카멜레온은 체온, 고온, 혼합물감을 이용해 색칠하고, 북극곰은
저온물감을 이용하여 색칠하였습니다. 북극곰 스티커를 10℃이하의
콜라캔에 붙여보았습니다. 하얀색이였던 북극곰이 파랗게 변하는 것
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스티커를 머그컵에 붙인 뒤 35℃
정도의 물을 부어 보았습니다. 주황색 체온물감 부분이 적색으로 변
하고, 녹색의 혼합물감 부분이 주황색으로 변하였습니다. 머그컵에
40℃이상의 물을 부어보았습니다. 적색 고온물감의 부분이 무색으로
변했고, 녹색의 혼합물감의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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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0℃ 무색 → 청색

체온

30℃ 주항색 → 적색

고온

40℃ 적색 → 무색

혼합

10℃ 녹색, 30℃ 주황색, 40℃ 황색

종류
용량

저온, 체온, 고온 (3종1세트)
각 15ml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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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시온손난로 만들기 (5인용)
MRS 11577 ............ 14,300원

온도계고리(10개입)
MRS 86095 ..............3,300원

• 방출이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발열반응 실
험을 통해 니모 모양의 손난로를 만들어 보
세요.
• 방출이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발열반응 실
험

• 방출이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발열반응 실
험을 통해 니모 모양의 손난로를 만들어 보
세요.
• 방출이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발열반응 실
험

온도계를 쉽고 편리하게 링에 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열변색시온물감(수성,붓,팔레트포함)-3종
MRS 17022 ........... 33,000원

온도계 받침대(종이)-5개입
MRS 23035 ..............9,900원

온도계 받침대(PVC)
MRS 23036 ............ 16,500원

온도의 차이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신기한 시온
물감을 팔레트와 붓을 이용해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온도계를 3개에 구멍에 꽂아서 온도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절가능)
햇빛이 들어오는곳 그늘진곳에서 온도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흙이나 모래속의 온도를 잴 때 응용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 입니다.

조리용온도계
MRS 17023 ........... 33,000원

얼음주머니(아이스팩)-6인치
MRS 86097 ..............9,900원

휴대용손난로
MRS 86096 ............ 13,200원

식품을 조리할 때 온도측정용도로 사용합니다.

두 물질이 접촉하였을 때에 물질의 온도변화
를 알아볼 때 사용합니다. (냉, 온겸용)

휴대용난로를 사용하며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니모손난로 만들기 (5인용)
MRS 11576 .............12,100원

측정범위
막대길이

시온물감(3종), 가는붓 5개, 팔레트 5개

-50℃~-70℃
150mm

규격

6"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개입

6.8 X 10 X 1.5cm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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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규격

초등학교
열변색 붙임딱지
MRS 34123 ........ 각 4,400원

2018~2019
열변색구리판
MRS 34127 ..............3,300원

40℃ 이상의 온도에서 분홍색이 흰색으로 변
하게 됩니다.

열전도율을 구리판과 열변색스티커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40도 이상이되면 분홍
색에서 흰색으로 변합니다.

초등학교

열변색 붙임딱지(A4,고온용)
MRS 34126 ..............4,400원

5학년

고온용 10개 1조

규격

저온용 10개 1조

규격

열변색물감칠한쇠막대
MRS 17024 .............. 2,640원

재질에 따른 열의이동을 알아봅시다.
규격

재질에 따른 열의이동을 알아봅시다.

Φ4mm, 30cm

규격

금속판

규격

구리

철

알루
미늄

아연

100 x 100

1,650원

990원

990원

1,650원

150 x 150

3,300원

1,650원

1,540원

3,300원

200 x 200

6,600원

3,300원

2,200원

6,600원

열전도 실험에 사용합니다.
규격
구리판

열을 감지하여 색깔이 변하는 종이로써 후면
스티커로 제작되어 컵이나 물체에 붙이고 열
전도를 관찰하기 쉽습니다.

20 x 200mm
1,320원

유리판

2 x 20cm

열감지 종이
MRS 34037 ........... 22,000원

MRS 86099

규격(mm)

열변색붙인긴구리판
MRS 17026 .............. 2,640원

재질에 따른 열의이동을 알아봅시다.

2 x 20cm

좁고 긴 구리판, 유리판

MRS 8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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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변색붙인긴유리판
MRS 17025 .............. 1,980원

10 x 10cm

660원

규격

A4사이즈 4종 1조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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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 종이(10cm)
MRS 34129 ..............4,400원

철 막대

가열시험관-Boro3.3

MRS 86084 ...............1,540원

MRS 46086

규격

규격
Ø22×210㎜
Ø24×210㎜
Ø30×210㎜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을 알아볼 때 사용합니
다.

4종 10개입 1조

규격

Ø4 x 300mm

시온용액(열변색잉크)

서모잉크(Thermo Ink)
MRS 34130 .......................................... 121,000원

MRS 34040

온도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획기적인
잉크입니다. 온도상승에
따라 약40℃에서는 청색
에서 분홍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열의 전도나 전달
되는 과정을 눈으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물을 25
배 희석해서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며 가역성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상온(실온)에서는 청색, 데우면 적색으로 변색되는 액체로 온도변화를
시각적으로 포착(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커나 시험관에 넣어서 가열하
면 데워진 부분이 빨갛게 되어 상승하는 모양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
으며 물을 30배 희석해서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며 가역성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
변색온도

100㎖

300㎖
약 40℃ 이상, 청색→분홍

부속
금액

가격(원)
7,700
9,900
12,100

계량컵 (10㎖)
33,000원

88,000원

용량

240㎖ (25배 희석 사용시 6ℓ)

변색온도

약 40℃ 이상, 청색→적색

시온용액(열변색잉크)-30ml, 스포이드병
MRS 17027 ............ 13,200원

열기구 만들기(봉투형)-5인용
MRS 93989 ............19,800원

열기구만들기(철사용)-5인용
MRS 17028 ............ 16,500원

스포이드병에 담겨져있어 쉽게 덜어낼 수 있
고 30배로 희석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적은양
으로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물질이 접촉하였을 때에 물질의 온도변화
를 알아볼 때 사용합니다. (냉, 온겸용)

열기구를 만들어보며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봅시다.

규격

5인용

구성

비닐봉투, 철사, 메틸알콜, 솜, 은박접시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는철사(10m),
열기구대형비닐봉지(5매), 테이프2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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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감지하여 색깔이 변하는 종이로써 후면
스티커로 제작되어 물체에 붙여 열전도를 관
찰하기 쉽습니다.

초등학교

간단한 화학반응에
주로 사용되는 기다란
원통 형의 실험기구.
사용온도 - 400℃
최고 사용온도 - 500℃

초등학교
열기구 만들기용 비닐
MRS 86100 ........... 24,200원

2018~2019
춤추는 용모빌 만들기(6인용)
MRS 93990 .............. 7,700원

열기구 부양시 화재방지 및 버너의 원활한 연
소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성질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열기구 안전망
MRS 34131 ........... 33,000원

5학년

열기구를 만들때 사용하는 비닐입니다.
규격
구성

70 x 100mm
50매

내열장갑(일반용)
MRS 45005 ........... 44,000원

길이

254mm

내열온도

약 200℃

재질

니트릴 피복

규격

435 x 150mm

규격

간이보온병 만들기(일반용)
MRS 93991 ..............6,600원

간이보온병 만들기(고급형)
MRS 93992 .............. 7,700원

보온병을 이용하여 물을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온병을 이용하여 물을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규격

1인용

규격
구성

압축탈지면(450g)
MRS 17029 ............ 11,000원

조립식 태양계 행성퍼즐(5인용)
MRS 93997 ............ 14,300원

압축된 탈지면으로 보온병 제작실험용도로 쓰
입니다.

태양계는 태양과 태양주위를 도는 총 8개의 행
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태양계행성퍼즐을
만들어 태양계 구성원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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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용

5인용

1인용
플라스틱원통, 유리병, 은박지1롤,
스티로폼구 1봉, 압박붕대,
절연테이프

태양계 행성 만들기(나선형-고정식)
MRS 93993 ............ 15,400원

규격
구성

나선 고정식
빨대, 행성모형 9개, 행성궤도틀,
유성사인펜, 토성띠, 나무봉,
받침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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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 행성 모형 만들기(일자형)
MRS 93995 .............12,100원

규격

구성

태양계 행성의 거리 줄자
MRS 93996 ........... 55,000원

초등학교

태양계 행성 만들기(나선형-자동회전식)
MRS 93994 ........... 22,000원

행성모형 9개, 받침대,
철사 400mm

태양계 행성 거리를 비율에 맞춰 표시한 줄자
재질
구성

플라스틱
태양계 거리 줄자 1개(18.6m),
설명서

태양계사진(8매1조)
MRS 52105 ..............6,600원

3D 태양계 행성
MRS 93429 ..............8,800원

태양계 행성거리(5인용)
MRS 12426 ............19,800원

태양과 태양주의를 도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행성 8개를 직접 만들어보며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서 칼, 가위, 풀 등의 도구 없이 뜯
어서 끼워 만드는 방식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실제 거리를 알아보고
상대적인 거리로 관찰해 봅니다.

구성

판의 크기(약 300 x 420mm)

태양계모형(자동회전식)
MRS 52007 ......... 198,000원

나만의 LED 별자리만들기
MRS 93998 ............19,800원

수성과 금성, 지구 등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태양주위를 자동으로 돌 때, 태양에 가까운 행
성과 먼 행성을 관찰 할 수 있고 크기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곳에나 끼워도 LED가 반짝이는 특수 캔
버스를 사용하여 나만의 별자리를 직접 상상
해 보고 만들어 본다. 12개의 별자리 카드에
LED를 꽂아 별이 반짝이는 모양을 관찰한다.

규격

480 x 180 x 270 mm

규격

LED캔버스, 특수 LED전구 12개,
별자리카드 14개

사계절별자리 투영기(1인용)
MRS 93111 ............ 13,200원

ㆍ 어두운 곳에서 벽에 투영(초점조절)
ㆍ 계절별로 별자리선이 있는 필름과
선이 없는 필름, 총 8장 포함
ㆍ 초고휘도 특수LED를 사용
ㆍ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바로 제작.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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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나선 자동 회전식
알미늄봉, 행성모형 9개, 회전판, 받침대,
행성궤도틀

초등학교
사계절 별자리 관찰기 만들기
MRS 93999 ............ 11,000원

2018~2019
별자리 지도
MRS 52106 ........... 33,000원

북극성 파인더
MRS 94000 ............ 11,000원

초등학교
5학년

지구의 공전운동으로 인해 각 계절별로 다른 별
자리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제품입니다.
※ 천문우주학 전공자가 직접 개발한 제품
규격

규격

110 x 80cm

규격

5인용

190×190×120mm / 우드락

LED 북극성과 길잡이별
MRS 94001 ............ 17,600원

별자리 프로젝터 무드등
MRS 95005 ............ 11,000원

태양계큐레이터만들기(5인용)
MRS 17030 ........... 22,000원

북두칠성은 계절을 알려주는 거대한 천문시계입니다. 해
가 지는 계절에 따라 북두칠성의 자루(손잡이 부분)이 가
리키는 방향이 틀리게 나타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북두칠성의 자리를 보고 계절을 따지기도 했답니다.

환상적인 천체별자리 투영기입니다. 밤하늘을
방안에서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입체 태양계큐레이터
를 만들어 봅시다.

규격

238 x 180 x 21mm

재질

우드락

태양계큐레이터 만들기-칼라(1인용)
MRS 74194 ..............6,600원

규격
규격

태양계모빌만들기
MRS 94002 ............ 14,300원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입체 태양계큐레이터
를 만들어 봅시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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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x 9 x 12cm

철사, 스티로폼구(8cm-1개, 7cm1개, 5cm-2개, 2cm-4개, 1cm-2개),
포스터컬러 5cc
(적, 황, 청, 갈색), 스폰지

스티로폼구(20mm-4개, 30mm-2개,
40mm-1개, 50mm-1개, 100mm-1개),
꽃철사-3개, 둥근막대 1개, 행성스티커
1장(1인구성)

태양계-모빌
MRS 93835 ........... 28,600원

행성모형크기
(각cm)

태양 18, 수성5.5, 금성9, 지구9,
화성 7.5, 목성 14, 토성 13, 천왕성
11, 해왕성 10.5, 명왕성 4.5

완성모형크기

70 x 60 x 70cm(모빌 포함)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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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 구성원(5인용)
MRS 74195 ..............9,900원

압화(생화)열쇠고리만들기(5인용)
MRS 94004 ............19,800원

알록달록 7가지 색깔의 스티로폼 구슬. 만들
기 재료 뿐만 아니라 과학만들기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색상별 8g 비닐포장

태양계의 구성원을 알고 태양계 행성의 특징
을 조사합니다.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을 이용하여 나만의 열
쇠고리를 만드는 키트입니다. 실제 생화를 이
용한 것으로 꽃의 구조를 관찰 할 수 있습니
다.(핀셋이 있으면 작업이 용이합니다. 계절등
의 이유로 꽃의 색상이나 구성이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합 기공 영구 프레파라트
MRS 64027 ............ 11,000원

녹말 그림그리기(6인용)
MRS 94006 ............ 13,200원

백합의 종단면과 횡단면이 어떻게 이루어져있
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봅시다.

녹말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반응 실험
입니다.

초등학교

칼라 스티로폼 구슬(7색1조)
MRS 17031 ............ 15,400원

지름 약 0.5~0.8CM

유채꽃, 백합 프레파라트
MRS 64007 ............ 11,000원

구성

유채꽃, 백합(케이스入), 2매 1조

구성

광합성 실험 키트
MRS 94008 ............ 11,000원

식물이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전분
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한 실험으로 알
아볼 수 있는 키트.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
해 이산화탄소, 적정온도, 빛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성

시험관대, 시험관 4개, 핀셋,
주사기, 빨대수저, 전분가루

기타준비물

가위, 호일, 수초(검정말), 베이킹파우더

종단, 횡단 2매1조

모세관현상실험(5인용)
MRS 12771 ............ 14,300원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여 줄기 안에 있
는 가는 관인 관다발을 통해 잎의 말단까지 물
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물이 얇은 관을 따라 위
로 올라가는 현상을 모세관현상이라고 합니다.
구성

투명컵, 물휴지, 비커, 지끈, 식용색소,
고정끈, 스틱

식물의 관다발 관찰용 색소
MRS 65002 ........... 22,000원

관다발은 물과 양분을 운반합니다. 식물의 물
관으로 염색할 수 있는 특수 색소입니다. 일
반 식용 색소에 비해 단 시간에 물 관의 흐름
을 관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옹량
구분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0ml
파란색, 빨간색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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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초등학교
양파프레파라트(5종)
MRS 64029 ........... 33,000원

2018~2019
양파표피(핵)프레파라트
MRS 64030 ........... 33,000원

스마트폰 현미경
MRS 94010 ............ 15,400원

초등학교
5학년

식물이 이루고 있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포
의 모양과 역활이 다릅니다.
구성

양파표피(핵있는), 양파뿌리끝단,
양파꽃밥, 양파염색체, 양파액포

물방울 현미경 만들기(5인용)
MRS 94011 ........... 22,000원

양파의 세포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구성

5매입

ㆍ
ㆍ
ㆍ
ㆍ
ㆍ

피부 및 두피 상태관찰
눈 결정체 관찰
손쉽게 장착하고 간편하게 촬영
LED 탑재로 더욱 선명하게!
앱(APP)설치없이 바로 사용가능

물방울 슬라이드 글라스(4종 세트)
MRS 64031 ........................................................................... 143,000원
물방울모양

권장현미경

구성

원형 직경10mm

실제현미경 20배용

10장

원형 직경5mm

실제현미경 40배용

10장

원형 직경4mm

실제현미경 40배용

10장

원형직경1.5mm

실제현미경100배용

10장

물벼룩등 다양한 미생물의 움직임을 첨단 기술
력으로 만든 물방울(수막) 형태에서 다양한 움직
임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실감나는 관찰로
과학의 흥미를 높일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물방울이 블록렌즈의 역할을 하여 신기한 현
미경을 만들어서 프레파라트등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약 100배까지 확대하여 볼 수 있습
니다.

ㆍ 특수인쇄되어 있는 슬라이드글라스 부분에 현미경의
크기에 맞게 물방울이 형성 됩니다.
ㆍ 같은 크기의 물방울을 여러개 생성하여 미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정확도를 높입니다.
ㆍ 현미경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물방울 슬라이드글라스(5개 세트)
MRS 65013 ........... 55,000원

식물의 세계 디자인 (PS열쇠고리만들기)-6인용
MRS 94003 ..............4,840원

설탕물 색깔층 만들기(5인용)
MRS 94012 ............ 15,400원

ㆍ 물벼룩등 다양한 수생동물의 움직임을 첨단 기술력으로 만든 물방울
(수막)에 가두어 다양한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ㆍ 실감나는 관찰로 과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ㆍ 움직임이 있는 물벼룩을 관찰하여 물벼룩의 눈이 하나인 것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식물세포사진 모양을 유성펜, 네임펜 등으
로 예쁘게 꾸며 핸드폰고리, 열쇠고리, 목걸이 등을 만들어 보
세요! 폴리스티렌의 성질을 이용하여 예쁜 열쇠고리, 휴대폰
줄, 목걸이 등을 만들어보고 플라스틱의 열가소성에 대해 알
아보는 실험. 여러가지 다양한 그림을 티셔츠에 그려 나만의
PS열쇠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기존의 PS플레이트보다 두꺼운
고급 PS플레이트 사용으로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밀도, 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색깔층을 만들
어 봅시다.

관찰배율
구멍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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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현미경 종합 배율 40배용
φ4mm(24홀)
76 x 26mm

규격

5인용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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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주스(오렌지, 1kg)
MRS 17032 ............ 11,000원

백반, 소금, 황산구리 결정
MRS 16092 ........... 25,300원

백반, 황산구리, 소금 결정만들기(5인용)
MRS 94013 ............ 13,200원

초등학교

규격

황산구리결정

10-30-40

백반결정

30-30-30
20-20-30

소금결정

구성

염도계만들기(5인용)
MRS 17033 ........... 22,000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어 봅시다.
규격

주름빨대, 찌통, 수수깡, 나무막대,
압정, 고무줄, 소금, 고무찰흙

3개 1조

뷰렛클램프
MRS 43114

............ 17,600원

철제스탠드에 장치하여 온도계나 뷰렛 등의
고정(수직고정)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사용범위

Ø3~18mm, 2본용

물 속에 포화 상태로 녹아 있던 물질들이 온도
가 낮아 지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녹
을 수 없는 물질들이 결정이 되어 모루에 붙어
예쁜모양이 됩니다.
구성

백반, 황산구리, 소금, 모루 등

건습구 습도계
MRS 51021 ..............6,600원

건구, 습구 온도계의 온도차를 알아보는 기구
입니다.
※ -20℃~50℃ 판부
규격

90 x 310 x 30mm

건습구 습도계 만들기(5인용)
MRS 17034 ............ 18,700원

페트병 압축 마개(고무타공 타입)
MRS 17035 ..............6,600원

구름발생장치(1인용)
MRS 17036 ..............8,800원

도안을 접어 건습구습도계를 직접 만들어 보
는 키트 입니다.

페트병에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 압축마개
입니다.
※너무 많이 압축시키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
가 있습니다.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모두 할 수 있도록하여
온도변화와 구름발생과정 실험이 모두 가능
한 실험장치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0mL, 액정온도계, 공기압축 마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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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주스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용해,용질,용매,용액이 어떤것인지 실험하며
알아봅시다.

초등학교

2018~2019
열전구전기스탠드(광량조절식)
MRS 17038 ........... 66,000원

교과서“바람이 부는 방향 알아보기” 실험에 필
요한 구성품입니다.

스탠드를 켰을 때 발생하는 열이 빠르게 전도
됩니다.
※높은 열이 발생하니 맨손으로 직접 전구를
만지지 않도록 하며, 열전구를 낄때 전구를 천
천히 돌려 살짝 고정될 때까지 돌려주세요. 너
무 세게 돌려 끼우면 파손우려가 있습니다.

열전구만
MRS 17039 ........... 22,000원

초등학교

바람이 부는 방향 세트
MRS 17037 ........... 99,000원

5학년

규격

투명상자, 받침대, 사각접시 3개,
마른모래 500g, 향
400 x 200x 310

규격

투명 아크릴

구성

규격

220V, 150W

강한 열을 발생하는 전구로 열전도 실험시 사
용됩니다.

규격

150W

풍향풍속계 만들기(1인용)
MRS 17041 ............ 14,300원

바람형성 원리실험기
MRS 51054 ........... 22,000원

바람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바람이 부는 방
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까요.

풍기대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의 세기를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해시계를 통해 빛과 그림
자로 시간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초를 켜면 통 안의 공기가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가 가벼워져 상승하면서 상단의 프로펠러
가 작동합니다.

비밀편지쓰기(5인용)
MRS 94049 ............ 23,100원

지문채취-액체, 분말법(10인용)
MRS 92030 ............19,800원

지시약 꽃 만들기(5인용)
MRS 17042 ........... 39,600원

전분(녹말)과 비타민,요오드화 칼륨 사이의 반
응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와 함께 암호를 만들
어봅시다.

알루미늄 분말과 닌히드린 용액을 이용해, 지
문을 채취하여 지문의 원리와 채취 방법에 대
해 이해해 봅니다.

pH지시약을 이용하여 산성과 염기성 꽃을 만
들어 봅시다.

기상청 공식 지정 교육 교재

대류 관찰 실험 세트 만들기
MRS 17040 ............27,500원

규격

1인실험용 키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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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용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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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에 따른 지시약의 색변화 키트
MRS 41089 ........... 44,000원

스포이드병-교과서점적병(백색)플라스틱
MRS 17044 .............. 2,200원

규격

규격

초등학교

스포이드병-교과서점적병(백색)유리
MRS 17043 ..............3,300원

규격

MRS 17048

스텐

17,600원

목제

16,500원

아크릴

19,800원

양배추지시약(티백형)
MRS 74196 ............ 14,300원

티백 형태의 양배추 지시약입니다.
규격

30ml

ph1~12번, 지시약8종, 홈판

점적병보관대(30㎖용, 8구)

가격

30ml

5학년

다양한 ph의 용액들을 이용해, 지시약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키트입니다.

500ml 제조분량

여러 가지 용액 세트(8종)
MRS 17045 ............ 23,100원

식초, 사이다, 빨랫비누 물,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등을 통해 용액의 성질
를 알아봅니다.

양배추 지시약
MRS 16020 ............ 15,400원

규격

용액 (450ml)

레몬즙(250ml)
MRS 17046 ..............4,400원

용액을 관찰하고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양배추지시약(3g)
MRS 17047 ............ 14,300원

양배추지시약 500ml병으로 3~5병 제조할 수
있는 분말 가루입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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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018~2019
장미꽃분말(50g)
MRS 10728 ............ 13,200원

장미지시약(10g)
MRS 74197 ............ 11,000원

포도분말(50g)
MRS 11421 ............ 16,500원

비트분말(50g)
MRS 74301 ............ 13,200원

PH로 변하는 꽃 만들기(10인용)
MRS 46064 ........... 22,000원

초등학교

자주색 양배추분말(50g)
MRS 10729 ............ 13,200원

5학년
지끈을 이용하여 꽃을 만들고 PH지시약에 적셔
PH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꽃을 만들어 봅니다. 건
조시킨 뒤 여러 가지 산과 염기서 용액을 면봉에
묻혀 여러 가지 색깔의 꽃잎을 꾸며 보며 산과 염
기에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분말(100g)
MRS 74198 ..............6,600원

77

산성, 중성, 염기성 실험키트(PH용액)-5인용
MRS 74199 ........... 22,000원

단서를 찾아라(염기성실험)-5인용
MRS 12425 ............ 14,300원

PH지시약을 이용하여 산성, 중성, 염기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자.

염기성에 반응하는 지시약을 이용한 실험으
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이 탄산수소나트륨용액
에 반응하는 실험이다.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산성&염기성실험키트(10인용)
MRS 17049 ........... 28,600원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닿아도 안전한 양배추 시험지를
이용합니다. pH0~14 15종의 모든 pH를 학습할 수 있
습니다. 면봉을 이용하여 각 pH용액으로 그림을 그려
보며 재미있게 산과 염기를 이해합니다.

실험지에 리트머스 종이를 각각 테이프로 붙
이고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산성염기성용액 분류하기(6인용)
MRS 46009 ........... 22,000원

초등학교

PH로 그림그리기(10인용)
MRS 45093 ........... 24,200원

별도
준비물

양배추시험지 A4 1장, 양배추시험지 110mm 10장,
pH버퍼솔루션 1~13, 10% 염산, 1% 수산화나트륨, 면봉.

산과 염기 PH실험판
MRS 16021 .............. 3,850원

앞면

제산제(10개입)
MRS 17050 ..............3,300원

천연 염색 손수건(10인용)
MRS 92037 ............ 16,500원

뒷면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PH
실험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규격

구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액체(사이다, 이온음료,
비눗물, 세제, 비타민음료, 우유, 생수 등)

24홈판, 리트머스종이,페놀프탈레인
용액,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
사이다,빨랫비누물, 석회수, 묽은염산,
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 비닐장갑

제산제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치자와 백반을 이용한 천연 염색손수건을 만
들어 봅니다.

A4 사이즈

풍선자동차만들기(5인용)-종이식
MRS 17051 .............. 6,600원

풍선자동차만들기(5인용)-여러가지색
MRS 17052 ..............8,800원

풍선자동차를 만들어 다양한 경기를 해보며
‘빠르다’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풍선자동차를 만들어 다양한
경기를 해보며 과학적 원리에 대하여 학습해 보세요.
※깨지지않는 여러가지색상의 자동차를 만들어 친구들과
경기를 해 봅시다.

구성

자동차 바퀴세트(5세트)
MRS 17053 .............. 4,950원

규격

바퀴 4개, 바퀴 축 2개

구성

1개 세트 구성시

빨대, 우드록판,바퀴 4개, 바퀴 축 2개
고무풍선, 주름빨대, 공기 주입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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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 및 페놀프탈레인 용
액의 색변화에 따라 용액을 분류해 봅시다.

초등학교
줄자(에스론제)

2018~2019
줄자(강철제)

MRS 23021

스마트폰 삼각대
MRS 17054 ............ 15,400원

MRS 23022

초등학교
5학년

규격

가격

1.5m

3,300원

30m

13,200원

50m

16,500원

100m

66,000원

깃발스탠드
MRS 17055 ............ 16,500원

속력을 조사할 구간을 정한뒤 깃발을 세워 표
시 할 수 있습니다.

규격

Φ135*440mm

인체내부골격만들기(신경계포함, 5인용)
MRS 17056 ........... 22,000원

규격
2m
3m
5m
10m
20m
50m

가격
3,300원
4,400원
5,500원
8,800원
22,000원
55,000원

물체의 운동 영상을 분석하고 속력을 비교하
기 위해 스마트폰촬영시 흔들림 없이 촬영하
는 보조 장치입니다.
규격

높이: 58cm

생각하고 그려보는 인체내부 골격 만들기
MRS 93067 ........... 22,000원

인체내부골격 만들기(대형)
MRS 93068 ............ 16,500원

스팀(STEAM) 교육에 적합한 상품으로 장기를
생각하고 그려보며 위치와 명칭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격 모형은 똑딱이 단
추로 조립하여 관절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체의 골격과 장기의 명칭들이 도면에 명시
되어 있으며 설명서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규격

10인용

규격

똑딱단추(관절만들기용)
MRS 16006

5인용(길이 70cm)

인체뼈와 근육모형
MRS 73000 ........ 660,000원
우리몸의 구조와 장기
위치 하는일을 알아보
며 기본교육에 호기심
및 이해력 집중과 심
화접근에 필요한 교재
교구입니다.

각각의 기관들을 똑딱단추로 연결하여 내장
기관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뒷면엔
신경계로 되어있어 1석 2조의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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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70cm

금속제

플라스틱제

100개입

2,200원

1,000개입

16,500원

100개입

4,400원

1,000개입

33,000원

규격

재질

1220x500x70mm

(공인기관 시험성적품)
폴리카보네이트,
파손안됨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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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근육전신모형
MRS 73001 ........ 880,000원

간이팔근육모형만들기(5인용)
MRS 17057 ..............5,500원

우산비닐봉투(100매입)
MRS 74200 ..............8,800원

초등학교

실제 우리손으로 인
체근육과 팔관절, 무
릎관절을 직접 손으
로 만져 보며 우리몸
의 형태와 근육이 하
는 일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1220x500x70mm (공인기관 시험성적품)

재질

고무재질, 파손안됨

미니허파만들기(10인용)
MRS 93046 ............ 17,600원

규격

팔근육모형 만들기 재료로 사용됩니다.

5학년

근육이 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봅시다.
도안2장, 주름빨대5개, 큰 빨대10개,
비닐봉지5개, 쇠단추 5개, 테이프

심장과 폐의 혈액순환 모형
MRS 71087 ......... 132,000원

호흡운동 실험기(원통형)
MRS 61005 ........... 66,000원
실용신안출원 제8276호
의장등록 제8230호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되는지 모형을 통해 관찰하
여 봅시다.

허파실험장치
MRS 61007 ............ 13,200원

심장과 폐의 혈액 흐름을 쉽게 이해
심장과 폐가 산소를 공급받으며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대동맥, 정맥
등 혈액이 흐르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재질

플라스틱제 외

규격

300 x 280 x 130mm 정도, 제품설명서(영문)

인체뇌척수 신경계모형(고무재질)
MRS 71006 ......... 198,000원

주름상자(횡경막)를 손잡이의 상·하 운동
으로 신축시켜 원통(흉부)의 공기 압력에 따
라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횡경막-주름상자, 흉
부-원통, 허파-풍선)
규격

96 x 280mm, 플라스틱원통, 80 x 200±5mm

인체뇌척수 신경계모형(포리카본재질)
MRS 71005 ......... 319,000원
공인기관 시험선정품

호흡과정을 실험 및 설명하는 기구입니다.

구성

Ø120 x유리종, Y자관, 고무막180mm

포리카본판 재질로
절대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인체 내 신경계통의 관련 학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편리하도록 입체적인 모형으로 제
작된 제품입니다.
규격

900 X 370 X 60mm, 고무재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930 x 400 x
60mm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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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018~2019
움직이는 그림만들기(5인용)
TISC 17059 ............ 13,200원

만화영화만들기(거울용)-5인용
MRS 17060 ............ 16,500원

TV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키트이고 간단한
장치를 만들면서 영사기, TV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각도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 할 수있다.

여러장의 그림이 쪽별로 이어지는 책을 빠르
게 넘기면서 그 그림이 석여보일 때가 있는데,
이러한 효과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봅시
다.

볼록렌즈를 이용한 렌즈실험장치 및 케플러망
원경을 만들어봅시다.

초등학교

동영상 TV만들기
MRS 17058 ............ 14,300원

6학년

구성

140*160*200mm

여러 가지 못 세트
MRS 86102 .............. 2,200원

못(20개입)
MRS 86103 .............. 2,200원

자화 실험에 사용합니다.

자화 실험에 사용합니다.

※ 녹슴 방지를 위하여 밀폐포장과 실리카겔
을 넣어 포장하였습니다.

※ 녹슴 방지를 위하여 밀폐포장과 실리카겔
을 넣어 포장하였습니다.

규격

5종 10개입

못자화기(막대형네오디움자석)
MRS 17061 ..............5,500원

규격

50*14*12mm

규격

못의 자화실험에 사용합니다.

규격

50 x 10 x 5mm

막대형 네오디움 자석(5개입, 케이스부)
MRS 35099 ............19,800원

자화(자석)크레인
MRS 35100 ..............5,500원

강한 자력으로 인해 손이 다칠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합니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는 제1관절 유압 자
화(자석) 크레인. 자석의 인력을 이용한 제1관절 유압
자석크레인
네오디움자석을 이용하여 못을 자화(자석화)시켜 만들
어 보는 과학교구. 공기압 또는 유압을 이용하여 크레
인의 원리와 관절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는 과학교구.
* 네오디움자석 별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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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m 20개입

사각 ND자석(막대형)
MRS 35098 ..............4,400원

50*1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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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자화기
MRS 35101 ..............8,800원

하루동안 별의 위치변화 관찰기(교과서용)
MRS 94015 ........... 22,000원

테두리없는 각도조절 자석지구본

드라이버나 쇠막대등의 자성 생성과 소멸기능
을 가진 제품입니다.

ㆍ 지구의 자전에 의해 하루동안 별의 위
치 어떻게 변화하는지 만들어보고 관
찰하는 키트
ㆍ 낮에도 별자리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태양의 빛이 밝아 잘 보이지 않는 원리
관찰

기울기조절 가능, 자석 인형 포함, 옵션 2가지

MRS 33096 ........... 24,200원

일자전등(높이조절식)
MRS 33229 ........... 33,000원

자석인형(보호마개 포함)
MRS 53067 ..............4,400원

태양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구본의
높이에 맞춘 일자형 전등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구본에
맞게 높이조절이 가능한 전등입니다.

인형바닥에 자석이 부착되어 철제로된 지구의
에 붙일 수 있습니다.

MRS 56014

초등학교

50 x 50 x 20mm

일자전등

규격

밑판 Ø14cm x 23cm(H)

규격

밑판 13Ø, 높이 : 기본 28cm, 최대 40cm

종류

전구포함

종류

전구포함

달의 모양 변화(5개입)
MRS 93599 ........... 24,200원

지구 둘레를 공전하므로 위치에 따라 햇빛을
반사시키는 면이 달라져서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격

달의 모양 변화(조트로프) 만들기
MRS 93136 ..............5,500원

조트로프란 회전하는 원형통의 틈새로 보이는
연속 그림의 스트립을 사용하는 초기 애니메
이션 장치입니다.
규격

5인용

가격
132,000원
77,000원
1/40,000,000

38mm

Hi-삼구의
MRS 94016 ............ 13,200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과학교재
해와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른 변화를 학습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를 재현하여 계절의 변화를 학습
지구본에 지평좌표계를 학습 할 수 있는 지평면 추가
위도와 경도의 변화에 따른 시간과 계절의 차이를 학습
달의 위치에 따른 위상변화 학습
별자리 카드 포함으로 계절별 별자리 학습
완성품 : 95 × 248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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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규격

규격
304mm
220mm
축적

초등학교
지구와 달의 운동모형만들기
MRS 94017 ..............3,300원

2018~2019
교과서에 나오는 먹이 피라미드
MRS 16024 ............ 13,200원

우리나라땅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고있는 다
양한 생물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생물의 그림 또는 이름을 카드에 쓰고 먹
이 관계에 맞게 연결하여 보며 먹이 연쇄와 먹
이 그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붙여보는 독도 생태계 피라미드
MRS 94018 ............ 13,200원

6학년

구성

도안종이, 꽃철사, 스티로폼구,
양면테이프

콩나물의 자람 관찰하기
MRS 94019 ..............6,600원

규격

200 x 200 x 200mm

구성

독도 동식물 20종

규격

300 x 210 x 2mm

미니 콩나물 키우기
MRS 16026 ............ 16,500원

콩나물 덮개상자(특수종이)
MRS 16027 ..............5,500원

콩나물 콩을 이용하여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미니콩나물 키우기 세트 입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상자로 식물을 덮어서 그 모
양을 관찰합니다.

* 콩나물 별매
교과과정에 있는 콩나물 자람관찰하기를 편리
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멍뚫린컵, 플라스틱컵, 솜,
어둠상자 라벨

콩나물 덮개상자(목재)
MRS 16093 ............ 11,000원

햇빛을 가려주는 상자로 식물을 덮
어서 그 모양을 관찰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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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x 13 x 30cm

구성

어둠상자(종이)
MRS 11802 ..............3,300원

흰색 + 검정 2개1조

10인용

규격

렌즈 세트(2종)
MRS 33135 ............ 14,300원

아크릴 광학실험용 렌즈로서, 볼록렌즈와 오
목렌즈의 단면모양으로 제작되어 렌즈를 통
한 빛의 굴절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

85mm

구성

볼록, 오목 2종 1조

12 x 12 x 30cm

사각볼록오목렌즈
MRS 33129 ............16,500원

규격

50 x 100mm, 2종1조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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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유리알
MRS 33134

빛과 렌즈의 거리측정기
MRS 33234 ........... 44,000원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원리를 이용한 안경세
트입니다.

공기중에서 나아가던 빛이 렌즈를 만나면 빛
과 렌즈의 거리에 따라 초점의 변화를 관찰하
는 기구입니다.

초등학교

근시(오목), 원시(볼록안경)
MRS 33165 ........... 22,000원

잘 연마된 유리렌즈로 다용도 시험용으로 사용됩니다.
오목
규격
Ø35mm
Ø50mm
Ø76mm

가격(원)
2,640
2,860
4,400

구성

근시 1개, 원시 1개 (2종 1조)

지관카메라&케플러 망원경 만들기
MRS 93142 ..............6,600원

간이사진기만들기(5인용)
MRS 16018 ........... 22,000원

지관을 움직이며 사물을 관찰하면서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볼록렌즈 2개를 이용
하여 케플러 망원경도 만들어 봅시다.

골판지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만들어보며, 상이
맺히는 원리와 빛의 원리를 이해해 봅니다.
구성

볼록렌즈, 기름종이, 고무줄,
골판지종이

받침대

16 x 60cm

스크린

16 x 16cm

갈릴레이&케플러 망원경 만들기
MRS 93127 ..............5,500원

갈릴레이식 망원과 케플러식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장점을 이용한
망원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규격

1인용

2in1케플러/갈릴레이 망원경만들기
MRS 17063 ..............5,500원

볼록렌즈 카메라 만들기(5인용)
MRS 93282 ............ 16,500원

공기대포만들기(플라스틱컵)
MRS 94021 ..............6,600원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사용해 망원경만들기!
렌즈만 바꿨을 뿐인데 망원경이 2개!

볼록렌즈 카메라를 통해서 빛의 직진하는 성
질과 볼록렌즈에 특성에 의해 도립실상(물체
가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실험입니다.

공기 대포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기체)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규격

접안경통 뺐을때 24.3cm, 접안경통
닫았을때 15cm

규격

5인용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인용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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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
규격
가격(원)
Ø20mm
2,200
Ø30mm
2,420
Ø50mm
2,860
Ø63mm
3,300
Ø75mm
3,960

초등학교
공기대포(4가지모양)
MRS 94022 ............ 14,300원

2018~2019
고무풍선(2색)
MRS 86106 ..............3,300원

계량컵(100ml)
MRS 17064 ...............1,430원

초등학교
공기 대포를 이용하여 눈에보이지 않는 공기
(기체)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6학년

규격
규격

60 x 60 x 185mm
도안5장, 종이컵5개, 생일초5개,
투명테이프 1개

투명한 비치볼
MRS 86107 ..............3,300원

풍선에 들어 있는 물질 알아맞히기 실험시 사
용합니다.
구성

규격

빨강, 노랑, 각10개 1조

주사기(PVC)

이산화탄소발생장치(간이형)
MRS 94024 .............12,100원

MRS 45045

기체의 운동실험시 구슬의 움직임을 쉽게 관
찰 할 수 있는 투명한 제품입니다.

규격

가격

10㎖

330원

20㎖

550원

50㎖

880원

약 30cm(구슬포함)

이산화탄소발생장치(고급형)
MRS 94025 ........... 88,000원

사이다 만들기(10인용)
MRS 94026 ............ 11,000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
안전밸브와 압력게이지가 있어 안전하게 실험이 가능
하고 일반 페트병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고강도 장치.

탄산수(사이다)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실험
을 통해 알아봅시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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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발생기 시스템, 빈병 1.8L 2개,
연질고무관 100cm,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이산화탄소발생 재료)

규격

다양한 실험에 사용됩니다.

10인용

간단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포집
할 수 있는 장치. 구성품외에 여러가지물질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구성

빈병 300ml, 플라스틱용기, 핀치콕크,
비닐관 50cm, 이산화탄소발생마개,
고무마개, 이산화탄소생성물질

탄산수 만들기(5인용)
MRS 12486 ............ 13,200원

탄산수(사이다)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실험
을 통해 알아봅시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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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볼(눈금있는 대형그릇)
MRS 94110 ..............9,900원

즉석 활성 건조 효모
MRS 17065 ..............5,500원

느타리버섯 곰팡이 프레파라트(2종1조)
MRS 17066 ............ 11,000원

초등학교

규격

Ø25mm

빵 반죽에 필요한 건조 효모.
규격

느타리버섯과 곰팡이의 세포를 관찰 할 수 있
는 프레파타트입니다.

4g, 10개입

토양 미생물 검사(5인용)
MRS 94044 ........... 33,000원

느타리버섯 키우기
MRS 17077 ............ 13,200원

짚신벌레 해캄프레파라트(2종1조)
MRS 17078 ............ 11,000원

토양속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일반세균, 대장
균, 효모, 곰팡이등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하고 실험하는 키트입니다.

농업 전공자가 직접 만든 집에서 키우는 버섯
키우기 체험학습 재료입니다.

짚신벌레와 해캄의 세포를 관찰 할 수 있는 프
레파라트

규격

188 x 124 x 124

재배기간

7일~10일

오목받침유리(1홀슬라이드그라스)
MRS 64014 ........... 55,000원

프레파라트(수생 생물 4종)
MRS 17079 ........... 22,000원

프레파라트(세균 4종)
MRS 17080 ........... 22,000원

현미경용(프레파라트 제작용) 또는 직선광원장
치 슬릿 제작용입니다.

만달말, 장구말, 아메바, 종벌레를 관찰 할 수
있는 프레파라트 입니다.

콜레라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상 구균 세
포를 관찰 할 수 있는 프레파라트 입니다.

규격

50매입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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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용량눈금은 2500CC까지만 표기되어 있으며
상단부까지 채울시에 3000CC가 됩니다.

초등학교
전기박사 만들기(5인용)
MRS 17081 ............19,800원

2018~2019
꼬마전구소켓 클립부
MRS 36189 ............ 16,500원

전기회로세트 A형
MRS 36168 ............ 13,200원

초등학교

"LED형"

6학년

나만의 전기 박사를 만들어 보고 로봇 팔을
이용해 여러 가지 물체를 연결하여 본 뒤 전
기박사의 전구에 불이 켜지는 물체와 불이 켜
지지 않는 물체로 분류하여 봅니다.

전기회로세트 B형
MRS 36169 ............ 16,500원

간단하고 쉬운 직렬 병렬의 원리를 알아보자

규격

200mm 정도
소켓달린 전선에 집게부착
10개입(꼬마전구 별매)

구성

나침반(38mm)

규격

7종(케이스입)

소형 나침반으로 자석 주위의 자기장 실험에
적합하고 아연 다이케스팅 제품으로 무게가
있어 안정감이 뛰어 납니다.

양쪽피복벗긴전선

전류실험을 할 때 간편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양 끝의 피복을 벗긴 전선입니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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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가격

8개 1조

28,600원

개당

3,850원

피복 벗기개
MRS 86042 ............ 11,000원

MRS 17083

170cm(1개입)
20cm(5개입)

38mm X 17mm

990원
1,430원

전선 등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

규격

6종(케이스입)

전선(2M흰색)
MRS 17082 ..................550원

MRS 35042

규격

간단하고 쉬운 직렬 병렬의 원리를 알아보자

전선의 길이가 길어 다양한 실험에 사용됩
니다.
규격

흰색0.75mm, 2M

전자석 만들기 세트
MRS 17084 ............ 11,000원

교과서에 나오는 전자석 만들기 세트입니다.
구성

피봇 전선(170cm), 볼트(10x150), 철심끈
4개, 전지(1.5V), 전지 끼우개, 집게 달린
전선, 스위치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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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석만들기재료(5개입)
MRS 17085 .............. 7,700원

볼트만(전자석만들기용)
MRS 17086 ..................880원

전자석(완성품)
MRS 17087 ..............3,300원

초등학교

구성

2m전선 5개, 볼트 5개, 빵끈20개

자화(자석)크레인
MRS 35100 ..............5,500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는 제1관절 유압 자
화(자석) 크레인. 자석의 인력을 이용한 제1관절 유압
자석크레인
네오디움자석을 이용하여 못을 자화(자석화)시켜 만들
어 보는 과학교구. 공기압 또는 유압을 이용하여 크레
인의 원리와 관절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는 과학교구.
* 네오디움자석 별매*

전자석을 만들때 사용하는 볼트
크기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세요.

Φ10mm, 길이15cm

크기

바이메탈(손잡이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착해 만든
금속판에 열을 가하여 금속판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구로서 온도조절 등에 쓰입니다.

규격
20 x 300mm, 아연+구리
35 x 300mm, 아연+황동

바이메탈스위치만들기
MRS 17088 ..............8,800원

온도에 반응하는 금속이 휘어짐 속에 저온에
서 전기가 들어오고 고온에서 전기가 끊어지
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구입니다.

바이메탈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전
기안전수칙을 기억합니다.

150 x 100 x 120mm

전원

DC 1.5V AAM건전지

구성

열팽창 계수가 다른 2종류의 금속을 접촉해 만
든 금속판에 열을 가하여 금속판의 변화를 관
찰하여 봅니다.

가격(원)
22,000
24,200

자동온도조절장치원리
MRS 34005 ........... 28,600원

규격

Φ10mm, 길이15cm

바이메탈(스탠드형)
MRS 34004 ........... 44,000원

MRS 34018

구분
A형
B형

6학년

전자석을 만들어 전자석의 세기조절 및 성질
을 알아보세요.

바이메탈(촛불형)
MRS 34006 ........... 66,000원

규격
구성

120 x 95 x 130mm / 건전지, 초 별매
건전지 홀더, LED, LED소켓, 부저,
바이메탈, 파이프(2개)

나무판자,집게달린 전지끼우개,전지,볼트,
너트,부저,양면테이프,그릇양초,바이메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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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018~2019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측정기
MRS 52019 ............ 13,200원

전기스탠드(광량조절식)
MRS 33093 ........... 55,000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른 빛에 의한 온도 변화를
관찰하며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와 기온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막대에 의해 생긴 그림자를 각도기와 실을 가
지고 재어보고 고도의 각을 측정합니다.

빛이나 열을 발산하여 얻어지는 실험효과를
얻기 위한 기구로서 빛(전구)의 강약 조절과
전구의 방향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태양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 측정기
MRS 52020 ........... 36,300원

6학년

규격

200 x 120 x 200mm

규격

250 x 40 x 155 (각도기 이동식)

규격

180 x 120 x 300mm, AC 220V용,
광량조절식

열전구전기스탠드(광량조절식)
MRS 17038 ........... 66,000원

지구본 부착용 관측자판/시간판
MRS 52031 ..............5,500원

태양고도측정기(빨판태양고도팽이)
MRS 52032 ..............3,300원

스탠드를 켰을 때 발생하는 열이 빠르게 전도됩니다.

자전축 조절 지구본에 부착하여 계절에 따
른 낮과 밤의 길이차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
여, 지구본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높은 열이 발생하니 맨손으로 직접 전구를 만지지 않도록
하며, 열전구를 낄때 전구를 천천히 돌려 살짝 고정될 때까지
돌려주세요. 너무 세게 돌려 끼우면 파손우려가 있습니다.

규격

220V, 150W

테두리없는 각도조절 자석지구본
MRS 56014

구성

시간판, 관측자판

계절변화실험세트(테두리 없는 자석 지구의)
MRS 56010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원
인을 관찰하는 실험세트로
각도조절이 가능한 지구의 4
개와 태양역할을 하는 해전
등 고도측정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울기조절 가능, 자석 인형 포함, 옵션 2가지
규격
304mm
220mm
축적

89

가격
132,000원
77,000원
1/40,000,000

규격

가격(원)

220CK2(220mm)

435,600

304CK2(304mm)

677,6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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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변화 실험세트판(코팅지)
MRS 56105 ........................................................................... 55,000원

화학거품만들기(15인용)
MRS 17089 ........... 38,500원

MRS 17090 ............ 11,000원

200개입6학년 2학기 P110

구성

가로 115cm x 세로 88cm

재질

양면코팅형

양초 받침대(5개입)
MRS 44036 ..............6,600원

원소 불꽃 반응(10인용)
MRS 46006 ........... 26,400원

초를 이용한 각종 실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안전하게 세울수 있고 뒤처리가 편리합
니다.

6학년 2학기
P110
다양한 약품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불꽃을
만
들어 보고 관찰 해 봅니다.

구성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른 아크릴통
MRS 34119

구분
대형
소형

규격
Ø60 x 350mm
Ø120 x 350mm
Ø60 x 200mm
Ø120 x 200mm

4*2cm

구멍뚫린 아크릴통

양초(12cm, 20개입)
MRS 17091 ..............9,900원

MRS 34120

크기가 다른 통을 이용해서 연소시 소모하는
물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

구성

55,000원
2종 1조
48,400원

2학기 P109
과산화수소와 요오드화 칼륨을6학년
이용하여
거품
을 발생 시키고 거품안에 불꽃을 넣어 관찰하
여 봅니다.

아크릴원통에 구멍을 뚫어 향을 대어보고 향
의 움직임과 구멍있는 아크릴통에서 불이 꺼
지지 않는 이유를 관찰해 봅니다.
구분

규격

과학실험에 쓰이는 작은 초입니다.

가격

대형

Ø120 x 500mm

48,400원

소형

Ø120 x 300mm

44,000원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X 1.8cm(20개입)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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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성냥9cm

크기

초등학교

•계절의 변화 실험을 체계적
으로 할 수 있는 대형 실험
세트판
•계절의 변화 실험과정, 실험
내용, 실험결과 등의 학습정
보 수록
•계절별 대표 별자리 수록

초등학교
티라이트 양초(10개입)
MRS 86098 ..............3,300원

2018~2019
집기병 덮개(기체 체취용)
MRS 46062 ............ 13,200원

집기병 덮개용 유리판
MRS 16045 .................. 770원

초등학교
6학년

그을음이 잘 나지않는 티라이트 양초입니다.
구성

10개입

푸른색염화코발트시험지
MRS 45087 ..............5,500원

구성

50매입

디지털 기계 측정기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집기병 덮개
적합 집기병
크기
재질

소화기(스프레이식)
MRS 46057

가정용, 차량용 청정 간이 소화용구입니다.
가격

간이 소화기 만들기(5인용)
MRS 93124 ........... 24,200원

500ml
85 × 80mm
금속판/알루미늄

400g

44,000원

270g

33,000원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10 x 10cm(모서리 테이프 처리)

교과서에 나오는 소화기만들기(5인용)
MRS 17092 ............ 18,700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불을 끄는 원리입니다. 소화기를 만들며 불을
꺼보며 그 원리에 대해 학습해 봅니다.

화재진화세트(벽걸이형)
MRS 86121 ..........................................................................132,000원
화재시 필요한 소방용품을 한곳에 모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탄산수소나트륨과 식초가 만나면 이산화탄소
라는 기체가 생기는데 이 기체는 공기보다 무
거워 촛불 주변의 산소를 차단하게 되므로 불
이 꺼지게 됩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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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용

구성

벽부소방함, 스프레이소화기
1개, 청정소화기(400g) 1개,
투척용소화기 1개, 휴대용 조명등
1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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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MRS 74201 ............ 11,000원

소음계(디지털)
MRS 37013 ......... 187,000원

앉은뱅이 저울
MRS 21029

0.1dB
30-130DB (Dba), 35~130dBC

정확도

±1.5dB

전원

AA 배터리 4개

사이즈

207x70x29mm

적외선 온도계(신형)

<A형>

<B형>

구분

A형

B형

규격

칭량 2kg,
감량 10g,
눈금지시형

칭량 5kg,
감량 20g,
눈금지시형

가격(원)

16,500

55,000

공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등의 계산을 필
산이나 암산에 의하지 않고 답을 구하는 기계

분해능
측정범위

초등학교

넓은 측정 범위 (30130DB (Dba)), 넓
은 주파수 특성
(31.5Hz~8.5KHz), 최
대 값, HOLD 기능. 주
파수 특성 A&C 주파
수 가중치 선택 기능,
Fast & Slow dynamic
characteristic models아
날로그 출력 단자.

내부 관찰용 저울
MRS 21028 ........... 22,000원

MRS 25012
슬림한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리, Back
Light 기능이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측정, 표면온도를
비접촉식으로 빠르고 간단히 측정, 레이저포인트기능
이 있어 정확도 있게 측정이 가능.
측정범위

MRS 330

MRS 600

-32도~330도

-50~600도

허용오차

±2℃

±2℃

분해능

0.1 도

0.1 도

방사율값

0.95 고정

0.10~1.00

거리대비율

12 : 1

응답시간

MRS 330

MRS 600

양팔저울(스탠드식)
MRS 21020 ........... 44,000원

역학 지레작용에 대한 실험용으로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 실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수평조절장치
가 있습니다.
구성

팔(간평)의 길이 40 x 400mm,
접시 Ø120mm 2개, 추 10g 10개

500msec (0.5초)

제품사이즈

146 x 80 x 38 mm

전원

AA배터리2개

가격(원)

110,000

175 x 100 x 49mm
165,000

양팔저울(목상자입)
MRS 21021 ........... 55,000원

역학 지레작용에 대한 실험용으로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실험하는 기구로서 수평조절 장치가 되
어 있습니다.
규격

팔(간평)의 길이 40 x 400mm,
접시 Ø120mm 2개, 추 10g 10개

저울의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원리
를 배웁니다.
규격

투명 2KG

접시 저울
MRS 21030 ........... 44,000원

분동을 이용하여 약품이나 적은 양의 무게를
측정하는 접시형 저울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칭량 200mg, 감량 100mg, 분동포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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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초시계(일반)
MRS 23008 ........... 22,000원

2018~2019
초시계(보급형)
MRS 23009 ........... 22,000원

레이저 포인트(LP-100)
MRS 33086 ........... 44,000원

초등학교
공통

방식

휴대용

최소/최대시간

0.01초/59분 59초

사양

삼발이(조절식)
MRS 44005 ............ 13,200원

알콜램프로 열을 가할 때 안전하게 시료를 받
쳐줍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규격

Ø115 x 150mm

LED 손전등
MRS 33103

<DM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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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기능>

디지털 1/100
(55 x 65 x 16mm)

삼발이(열차단)
MRS 44004 ............ 14,300원

지지대 중간 부분에 열차단장치를 하여 알콜램프를 꺼낼때 손등에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는 안전삼발이로 알콜램프 상하조절버튼 레
버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규격

Ø115 x 150mm

재질

다이캐스팅제, 열차단 안전삼발이

규격

Ø1.0 x 150mm,
AAA건전지 2개 사용

LED 손전등(5W)-줌기능
MRS 37029 ..............9,900원

그림자 관찰등 빛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에
사용.
규격

5W, 17x2.7cm

원형 놀이판
MRS 74202 ........... 28,600원

전기스탠드(300w,광량조절식)
MRS 74203 ..........110,000원

놀이판 하나에 각 10장의 양면 인쇄 밑판 카드
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자 관찰 및 빛이나 열을 이용한 실험에 사
용하는 기구로 빛(전구)의 강약 조절과 전구의
방향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종류

가격(원)

DM용

6,600

줌기능

26,400

일반용

7,700

구성
규격

11pcs
292X284X17mm

규격
갓크기

185 X 450mm
180mm, AC 220V용 광량조절식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투명상자
MRS 11627

............ 14,300원

투명한 플라스틱통
MRS 74139 .............. 1,980원

플라스틱병(관병)
MRS 45107

초등학교
흙, 모래 등등 여러 가지 담기 어려운 물질들
을 한곳에 담아두기에 용이합니다.

규격

드라이기(냉온풍 겸용)
MRS 74116 ........... 33,000원

규격

220V

평면거울(스탠드)
MRS 33147 ............ 16,500원

규격

나침반(38mm)

소형 나침반으로 자석 주위의 자기장 실험에
적합하고 아연 다이케스팅 제품으로 무게가
있어 안정감이 뛰어 납니다.
38mm X 17mm

구성
8개 1조
개당

Ø110 x 200mm

니크롬선(초등)
MRS 36124 ..............5,500원

MRS 35042

규격

80 x 65mm

광학용 유리를 사용하였고 각도 조절 스탠드
에 부착되어 각도의 선택이 용이합니다.

- 냉, 온풍 겸용
전원

투명한 플라스틱 통입니다.

가격(원)
28,600
3,850

간이 에너지 변환장치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규격 120 x 60mm

용량
50㎖
100㎖
200㎖
500㎖

가격(원)
1,100
2,420
3,300
4,400

공통

투명필름1개, 뚜껑2개, 속받침
재질:금색지, PET 상자
24 X 24 X 27cm

구성

규격
Ø40 x 65mm
Ø45 x 90mm
Ø60 x 100mm
Ø83 x 125mm

그림자 스크린
MRS 33114

사람이나 사물의 그림자 실험을 관찰합니다.
규격
소(400 x 300mm)
대(500 x 400mm)

가격(원)
24,200
28,600

바람이 부는 방향 세트
MRS 17037 ........... 99,000원

교과서“바람이 부는 방향 알아보기” 실험에 필
요한 구성품입니다.
구성
규격
재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명상자, 받침대, 사각접시 3개, 마른모래 500g, 향
400 x 200x 310
투명 아크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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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간이사진기만들기(5인용)
MRS 16018 ........... 22,000원

소리굽쇠 2구
MRS 32037 ........... 44,000원

물체를 확대 및 축소하여 관찰하거나 빛이
슬릿을 통하여 렌즈를 지나는 모양을 관찰
합니다.

골판지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만들어보며, 상이
맺히는 원리와 빛의 원리를 이해해 봅니다.

일정한 진동수(주파수)의 순수한 소리를 내는
음원으로 사용하며 진동수 측정, 맥놀이 현상,
소리의 간섭, 공명, 시간 측정의 기준 등으로
이용됩니다.

초등학교

볼록렌즈/오목렌즈
MRS 33155 ...... 각 16,500원

공통

규격

Ø76mm, 대부, (받침대 Ø130mm)

구성

볼록렌즈, 기름종이, 고무줄,
골판지종이

규격

열전도 비교실험기(스탠드식)
MRS 34007 ........... 55,000원

용수철저울(투명원형)
MRS 31040 ........각 8,800원

<실험장면>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열을 가열할 경우
금속의 고유 전도율에 따라 열의 전달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속의 전도성이 서로 다름
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규격

기초역학을 실험하는데 있어서 작용되는 힘의 크
기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투명하여 학생들이 보
기가 용이합니다.

규격

370 x 150 x 130mm

동전(원형) 자석

100g/1N
250g/2.5N
500g/5N
1000g/10N

2000g/20N
3000g/30N
5000g/50N

막대자석(극 표시 있음)
MRS 35001

MRS 35018

215 x 105 x 250mm

네오디움(ND)자석
MRS 35017

모양

규격

가격(원)

모양

규격

가격(원)

원형

Ø5 x 3(T)mm

550

원형

Ø30 x 10(T)mm

17,600

원형

Ø10 x 3(T)mm

880

구형

Ø10mm

4,400

원형

Ø10 x 5(T)mm

1,100

구형

Ø5mm

2,640

원형

Ø10 x 10(T)mm

2,200

사각

10 x 10 x 5mm

1,430

원형

Ø15 x 5(T)mm

2,750

사각

10 x 15 x 5mm

2,200

원형

Ø20 x 5(T)mm

4,400

사각

10 x 20 x 5mm

2,750

원형

Ø20 x 10(T)mm

7,700

사각

10 x 50 x 5mm

6,600

원형

Ø25 x 3(T)mm

5,500

사각

25 x 50 x 5mm

14,300

원형

Ø25 x 5(T)mm

6,600

사각

25 x 50 x 10mm

28,600

막대자석(극 표시 없음)
MRS 35002
①

①
모양
단면자석
단면자석
단면자석
단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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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Ø15 x 3mm
Ø20 x 3mm
Ø25 x 3mm
Ø30 x 3mm
Ø15 x 5mm
Ø20 x 5mm
Ø25 x 5mm
Ø30 x 8mm
Ø27 x 12.5 x 5mm
Ø30 x 10 x 5mm
Ø32 x 18 x 6mm
Ø35 x 17 x 6mm
Ø45 x 22 x 8mm

구성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개당
1개당
1개당
1개당
1개당

가격(원)
1,100
1,320
1,650
2,200
1,650
3,300
5,500
11,000
770
1,320
1,650
1,980
2,200

③

②
④

⑤
②

구분

규격

가격(원)

① 강제

170 X 16 X 8mm

14,300

② 알리코 大

100 X 17 X 6mm

18,700

③ 알리코 小

70 X 16 X 5mm

8,800

④ 세라믹

70 X 15 X 6mm

7,700

⑤ 원주형

Ø8 X 70mm

8,800

구분
① 강제
② 알리코
③ 세라믹

③
규격
170 X 16 X 8mm
70 X 16 X 5mm
70 X 15 X 6mm

가격(원)
14,300
8,800
7,7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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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도감(양장본)
MRS 74137 ........................................... 44,000원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동물뿐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
물과 꼭 알아야할 동물 등 210여 가지의 동물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 동물들의 분류와 설명을 보다 쉽게 담아, 한
눈에 동물들의 생태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생생한 사진은 동물들을 보다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
록 해줍니다.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식물뿐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
물과 꼭 알아야할 식물 등 210여 가지의 식물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도감입니다.식물의 모양과 특징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
으며, 식물이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식물의 생물학적 특징과 생태적 모습을
부록으로 담아 식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초등학교

동물도감(양장본)
MRS 74134 ........................................... 44,000원

공통

판형
페이지
형태
특징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사이즈)
260P
양장본
2018년 최신판

프리즘
MRS 33158 .A형 : 각 12,100원 / B형 : 각 11,000원

판형
페이지
형태
특징

배설계 구조(B형)
MRS 71075 ......... 143,000원

가로 210mm x 세로 297mm(A4 사이즈)
260P
양장본
2018년 최신판

순환계 모형(LED)
MRS 71034 ......... 726,000원

인체의 기관 중 배
설기관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60° x 60° x 60°, 표면이 연마된 투명 아크릴
A형
B형

규격 : 50mm, 정각프리즘
규격 : 38mm, 정각프리즘

재질
합성수지제
규격
240 x 500 x 50mm

재질 : 투명 아크릴
재질 : 투명 아크릴

90° x 45° x 45°, 모든 표면이 완전 연마됨
A형
B형

규격 : 50mm, 직각프리즘
규격 : 38mm, 직각프리즘

재질 : 투명 아크릴
재질 : 투명 아크릴

인체 뇌척수 신경계 모형(고무재질)
MRS 71006 ......... 198,000원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파손
안됨

인체내 혈액의 순
환 및 심장의 박동
등 관련학습을 설
명 이해시키는데
실제와 흡사하게
혈액의 순환을 나
타낸 제품입니다.

인체내부골격 만들기(대형)
MRS 93068 ............ 16,500원

규격
480 x 920 x 110mm

생각하고 그려보는 인체내부 골격 만들기
MRS 93067 ........... 22,000원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어 있어서 교육 보조 재
료로서의 활용성이 우수합니다.
절대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규격
900 x 370 x 60mm
재질
고무재질
형태
부조모형, 오목블록
부조식 금형제작

인체의 골격과 장기의 명칭들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서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규격

5인용(길이 70cm)

스팀(STEAM) 교육에 적합한 상품으로 장기를 생각하고 그려
보며 위치와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격 모형
은 똑딱이 단추로 조립하여 관절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규격 10인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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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카드( VR기능)
MRS 74138 ............................................ 34,100원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동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의 정
보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증강현실(AR)
로 표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
다. 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동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동물들을
만나 보세요.

교과서속 꼭 알아야할 식물 카드 50! 생생한 사진과 생태와 생활의 정보
를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그리고 또! 사진을 증강현실(AR)로 표
현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이용하면 3D로 툭! 튀어 나온답니다.미래 IT
교육을 만나는 식물 카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식물들을 만나 보세요.

초등학교

동물카드(VR기능)
MRS 74135 ............................................ 34,100원

공통

카드 크기
카드 개수
특징

가로 185mm x 세로 125mm
동물 50장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생태계 구성요소 붙임딱지(자석식)-5인용
MRS 74205 ........... 35,200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를 관련 있는 것들 끼
리 스티커를 붙여 가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규격

40 x 40mm

카드 크기
카드 개수
특징

영구 프레파라트(25매)
MRS 64005

품명
동물조직
식물조직

규격
25매
25매

가격(원)
88,000
88,000

가로 185mm x 세로 125mm
동물 50장
3D를 이용한 증강현실(AR)

씨앗표본
MRS 71149

......... 198,000원

규격

62 x 45 x 3㎝

개구리 한살이 표본
MRS 71180 ......... 132,000원

배추흰나비 한살이 표본
MRS 71181 ......... 132,000원

강낭콩 한살이 표본
MRS 71182 ......... 132,000원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윗면, 아랫면 등 다
양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알에서 부터 개구리까지
의 과정을 8단계로 상세하게 구성한 제품입니다.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윗면, 아랫면 등
다양하게 관찰 할 수 있으며, 알에서부터 나비까지
의 과정을 6종류의 표본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뒷면, 아랫면
등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씨앗의 발아과
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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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x 62 x 20mm
8종 1조 (알, 꼬리싹, 외부아가미생성,
속아가미생성, 뒷다리발생, 앞다리발생,
꼬리없어짐, 개구리)

규격
구성

140 x 62 x 20mm
6종 1조 (알, 애벌레, 번데기, 수컷,
암컷, 먹이)

규격

140 x 62 x 20mm, 6종 1조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핸드플레이트
MRS 11351 .........각 7,700원

허파실험장치
MRS 61007 ............ 13,200원

구름발생장치(1인용)
MRS 17036 ..............8,800원

초등학교

호흡과정을 실험 및 설명하는 기구입니다.

구성

Ø120 x유리종, Y자관, 고무막180mm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모두 할 수 있도록하여
온도변화와 구름발생과정 실험이 모두 가능
한 실험장치입니다.
규격

500mL, 액정온도계, 공기압축 마개

기압 및 날씨 예측기
MRS 12326 ........... 22,000원

오수정화빨대(라이프스트로우)
MRS 17096 ........... 66,000원

MRS 54048 ......... 165,000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를 관
련 있는 것들 끼리 스티커를 붙여 가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1.가볍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2.환경친화적인
BPA FREE제품입니다. 3. 언제 어디서나 사용
하기가 쉽습니다.

지각의 변화 중 지층이 물리적인 힘을 받아 상대적
으로 이동하여 어긋난 현상(단층)을 모형으로 제작
하여 관찰·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중량

56g

최대 물 정화능력

1000L

습곡모형

단층모형

구성

4종(정단층, 주향이동단층, 역단층,
수직단층) 1조

MRS 54049 ......................................... 165,000원

습곡단층 부정합 모형
MRS 54050 .........................................220,000원

지각의 변화 중 횡압력을 받아 이루어진 지형의 형태와 구조 등을 모형
으로 제작하여 관찰·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지각의 변화 중에서 단층, 습곡, 부정합의 구조 및 원리를 설명·학습시
키기 위해 입체적으로 만든 모형제품입니다.

구성

4종(정습곡, 경사습곡, 등사습곡, 횡외습곡) 1조

구성

3종(단층 3종, 습곡 2종, 부정합 2종) 1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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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손에 남아 있는 세균을 검사할때 사용합니다.
종류선택: 일반세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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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모형

화산모형
MRS 54045 ......................................... 165,000원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물질(자갈, 모래,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어
서 형성된 지층(지면의 층)의 과정이나 형태, 구조, 특성 등을 입체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기구(모형)입니다.

마그마의 폭발로 나타나는 화산의 분출상태, 화산의 모양이나 구조, 지
층의 모양 등을 설명하는 기구(모형)입니다.

초등학교

MRS 54046 ......................................... 143,000원

공통

규격

규격

240 x 110 x 140mm, 2종 1조, 움직지층 2종 1조

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
MRS 54017 ........................................... 22,000원

520 x 330 x 250mm

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3구
MRS 56112 ........................................... 28,600원

토양이 서로 다른 지층에서 물
이 빠지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스탠드 별매
※2조 주문시 4구가됨

규격
구성

물순환 실험장치키트(5인용)
MRS 18048 ..............8,800원

물의 순환 과정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키트입니다.
구성

99

인조얼음, 플라스틱컵, 물 순환 과정
스티커

Ø60 x 300mm,
2개 1조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합성수지

토양이 서로 다른지층에서 물이빠지는정도(모양,속도)를 관찰 할 수 있
습니다.
※철제스탠드 별매
규격

퇴적통 Φ60*300mm, 바닥에 구멍뚫린 투명합성수지 2개1조

물의 순환 과정
MRS 95016 ..............8,800원

물의 순환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전자키트입니다. 습도감지 센서가 수
중기를 감지하면 LED가 켜지도록 설계된 전자키트를 전개도와 함께
조립을 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용기와 뜨거운 물을 담고 완
성된 교구 안에 넣으면 ‘모락모락’ 올라오는 수증기를 습도센서가 감지
합니다. 이때 LED가 켜지면서 교구 밖에 그려진 물의 순환고정을 돋보
이게 합니다.
※ 별매 : 건전지(1.5V-AA)-2개

구성

전자 키트 부품(LED, 습도센서, 건전기 홀더, 저항 등)
우드락 합지 전개도, 용지, 양면테이프

지구본 부착용 관측자판/시간판
MRS 52031 ..............5,500원

자전축 조절 지구본에 부착하여 계절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차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
다.
구성

시간판, 관측자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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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 쌍안경(줌조절식)
MRS 87001 ..............187,000

디지털 온습도계
MRS 22028

줌
규격

10 배 - 180x / 20 배 - 220x
192X183mm

아네로이드 기압계
MRS 51041 ......... 132,000원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만든 간이형 기압계로서
휴대 및 관측 등이 편리하며 고도계로서 사용
합니다.
규격

Ø140 x 40mm

삼엽충 전시용화석(러시아)
MRS 73008 ............77,000원

모델명
온도측정범위
습도측정범위
온도분해능력
습도분해능력
규격
전원
특이사항
가격(원)

HS32TR
-50~70℃
10%~90%RH
0.1℃
0.1%RH
100 x 110 x 20mm
1.5V
타이머 기능 및 알람 기능 탑재
88,000원

원형 온•습도계
MRS 22033 ........... 22,000원

온도 범위

-30~50℃

습도 범위

0~100%RH

제품 크기

Ø200 x 35mm

새 발자국 전시용화석
MRS 74206 ............77,000원

삼엽층(러시아) W140 x H110 x D40mm
삼엽층(오르도비스키) Replica
오르도비스키(Ordovician)
최상급 고급스톤

HS30TR
-50~70℃
10%~90%RH
0.1℃
1%RH
100 x 110 x 20mm
1.5V
74,800원

자석인형(보호마개 포함)
MRS 53067 ..............4,400원

인형바닥에 자석이 부착되어 철제로된 지구
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규격

38mm

암모나이트 전시용화석
MRS 73009 ............77,000원

화석박물관에 전시된 암모나이트를 학생들이
지질시대의 화석에 대해 자세하게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한 포장재. 수입지 포장재석

화석박물관에 전시된 삼엽층을 학생들이 지
질시대의 화석에 대해 자세하게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한 포장재. 수입지 포장재석
규격
구성
시대
재질

HS30TRC
-50~70℃
10%~90%RH
0.1℃
1%RH
100 x 110 x 20mm
1.5V
외부센서가 장착되어 외부 온습도를 확인가능
77,000원

화석박물관에 전시된 새 발자국 화석을 학생
들이 자세하게 지질시대의 화석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격
재질

190 x 150 x 10mm
최상급 고급스톤

규격
구성
시대
재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암모나이트(Ammonite) W140 x H110 x
D40mm
암모나이트(쥬라기) Replica
쥬라기(Juraxic)
최상급 고급스톤

초등학교

100

공통

•완전 코팅 된 광학
•빠른 초점을 위한 InstaFocus 레버 (ZOOM)
•소프트한 접안 eyecups
•내구성이 뛰어난 고무 외장
•높은 해상도을 위한 광대역 코팅 및
프리즘 적용

초등학교

온습도를 동시에 표시/읽기 쉬운 대형 LCD화면으로 구성되어 온습도의 최고최저 메모리기능을
탑재하였고, 벽걸이 및 탁상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2018~2019
태양계사진(8매1조)
MRS 52105 ..............6,600원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측정기
MRS 52019 ............ 13,200원

태양계 행성 거리를 비율에 맞춰 표시한 줄자
와 태양계 행성사진

태양과 태양주의를 도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의 고도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막대에 의해 생긴 그림자를 각도기
와 실을 가지고 재어보며, 고도의 각을 측정
합니다.

초등학교

태양계 행성의 거리줄자
MRS 93996 ........... 55,000원

공통

재질
구성

플라스틱종이
태양계 거리 줄자 1개(18.6m),
태양계 행성사진 8장

태양고도측정기(굴절식)
MRS 52015 ........... 55,000원

태양과 달, 별의 고도와 방위(위치)를 측정하
는 기구로서 태양의 출몰 위치와 계절에 따른
남중고도를 관찰합니다.
(수평조절장치부)
규격

Ø160 x 280 x 300mm

규격

보안경(조절식)
MRS 45015 .............12,100원

다리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학생들 개개인
에 맞추어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구름발생실험기(페트병)
MRS 51053 ........... 66,000원

압축 마개(고무타공 타입)
MRS 17035 ..............6,600원

간단하고 안전하게 단열 팽창하여 페트병 속
에 구름을 발생시키는 실험키트입니다.

페트병에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 압축마개
입니다.
※너무 많이 압축시키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
가 있습니다.

구성

101

탄산막이용 뚜껑 4개, 300ml의 페트병 4개,
액정온도계(6~34℃ 2℃ 눈금), 스프레이

250 x 40 x 155mm(각도기이동식)

보안경(안경식)
MRS 45016 ............ 11,000원

사용시 쓰고 벗는데 용이합니다.

페트병 압축마개(피스톤식)
MRS 14030 ............ 11,000원

기체(공기)의 무게가 있는지 알아 봅시다.
규격

높이 8cm X 지름3.5c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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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구종목

규격

필수/권장 사용학년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계산기

무규격

권장

3-4

계산기

MRS74201

11,000

92

디지털소음측정기

0~130DB

권장

3-4

소음계(디지털)

207X70X29mm

MRS37013

187,000

92,189

디지털소음측정기

0~130DB

권장

3-4

소음측정기

265X72X235mm

MRS32049

363,000

3

온도계(막대온도
계)

-20°C~110°C

필수

5-6

막대온도계

B형(-20~110℃)

MRS22001

3,300

147

4

온도계(적외선온
도계)

-60°C~240°C

필수

5-6

적외선온도계(신형)

-32~330℃
(MRS330)

MRS25012

110,000

92,150

5

자

30cm

필수

3-4

"일반 구매 제품"

6

저울(앉은뱅이저
울)

2kg(10g)

권장

3-4

앉은뱅이저울

A형(2Kg, 10g)

MRS21029

16,500

92,145

7

저울(양팔저울)

팔길이40×400mm

필수

3-4

양팔저울(스탠드식)

40X400mm

MRS21020

44,000

54,92,144

저울(양팔저울)

팔길이40×400mm

필수

3-4

양팔저울(목상자입)

40X400mm

MRS21021

55,000

92,144

저울(윗접시저울)

200g(0.01g), 분동세트포함

권장

3-4

접시저울

칭량200g

MRS21030

44,000

92,145

HS-210TT

MRS25001

319,000

122,142

MRS45044

8,800

350

8

초등학교공통

1
2

9

저울(전자저울)

200g(0.01g)

필수

3-4

교육용정밀전자저
울

10

주사기

20cc

필수

5-6

주사기(유리)

10ml~100ml

10

주사기

20cc

필수

5-6

주사기(PVC)

10ml~100ml

MRS45045

550

45,85,350

10

주사기

20cc

필수

5-6

스크류주사기

5ml~100ml

MRS45046

3,300

350

11

초시계

휴대용, 디지털, 0.01초~60
분

필수

3-4

초시계(보급형)

0.01초/59분59초

MRS23009

22,000

151

12

24홈판

85.4×127.6mm

필수

5-6

홈판(다용도반응판)

6홈판~96홈판

MRS45105

3,300

357

13

고무호수

1m

필수

5-6

고무관(라텍스)

6호(1Kg)

MRS45141

66,000

363

14

굵은일자형빨대

φ7mm

필수

5-6

"일반 구매 제품"

15

돋보기

손잡이부

필수

5-6

돋보기,볼록렌즈
(ABS재질)

￠50mm~￠
100mm

MRS33160

4,400

33,218

돋보기

손잡이부

필수

5-6

돋보기,볼록렌즈(스
￠50mm~￠127mm MRS33161
텐)

4,400

33,218

16

레이저포인터

1mW 이상

필수

5-6

레이저포인트

4in1

MRS74019

44,000

60,207

250X250X60mm

MRS43098

9,900

321

￠26X60mm/20ml

MRS45205

990

367

2본용

MRS43114

17,600

74,324

17

모래 상자

250×250×60mm

필수

5-6

모래상자

18

바늘

무규격

필수

3-4

"일반 구매 제품"

19

바이알병

유리, 뚜껑, 20mL

권장

3-4

스크류캡바이알병
(백색)

20

분무기

무규격

권장

5-6

"일반 구매 제품"

21

붓

무규격

권장

3-4

"일반 구매 제품"

22

뷰렛집게

알루미늄제, 2본용

필수

5-6

뷰렛클램프

23

비커

1L

권장

5-6

비커

1L

MRS45148

9,900

364

24

비커

200mL

필수

5-6

비커

200mL

MRS45148

3,190

364

25

비커

250mL

필수

5-6

비커

250mL

MRS45148

3,630

364

26

비커

500mL

필수

5-6

비커

500mL

MRS45148

6,050

364

27

사포

100방

권장

3-4

"일반 구매 제품"

28

삼각플라스크

500ml

필수

5-6

삼각플라스크

500mL

MRS45152

6,930

365

29

삼발이

열차단안전삼발이, 높이조절
식, ∅120*160mm

필수

5-6

삼발이(조절식)

￠115X150mm

MRS44005

13,200

93,325

29

삼발이

열차단안전삼발이, 높이조절
식, ∅120*160mm

필수

5-6

삼발이(열차단)

￠135X150mm

MRS44004

14,300

93,325

손거울

무규격

권장

3-4

평면거울

100X150mm

MRS33144

2,750

60,215

손거울

무규격

권장

3-4

손거울

50X70mm

MRS33153

1,100

216

31

손전등

LED 전구 사용

필수

3-4

LED손전등(5W)줌기능

MRS37029

9,900

58,93,108,208

손전등

LED 전구 사용

필수

3-4

LED손전등

일반용

MRS33103

7,700

58,93,108,208

32

쇠그물

알콜램프용

필수

5-6

세라믹안전망

120X120mm

MRS44044

3,850

329

3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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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공통

2018~2019

초등학교 교구 및 기자재 보유 필요 예산(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대비)

초등학교공통

NO

교구종목

규격

33

쇠못

무규격

필수/권장 사용학년
필수

5-6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못(20개입)

9cm 20개입

MRS86103

2,200

37,81

MRS45112

17,600

33,108,358

34

수조

300*200*200mm

필수

3-4

사각수조(PVC)

대
300X200X200mm

35

스탠드

지지대150×250×20mm

필수

5-6

스탠드(지지대+지
주)

B형
(150X200X20mm)

MRS43100

26,400

53,322

36

알코올램프

안전장치 부착

필수

5-6

알콜램프(유리)

150ml

MRS44011

3,740

327

37

어둠상자

대류상자 겸용

권장

5-6

어둠상자(일반형)

180X400X200mm
목제

MRS33228

33,000

212

38

와인잔

무규격

권장

3-4

일반구매

39

원형놀이판

무규격

권장

5-6

원형놀이판

MRS74202

28,600

93

40

유리막대

φ5mm, 200∼300mm

필수

3-4

유리막대

￠4X300mm~￠
9X200mm

MRS45197

1,320

369

41

유리병

뚜껑

권장

5-6

"일반 구매 제품"

42

유리판

10×10cm, 20×20cm, 2종 1
조

필수

5-6

유리판

100X100mm
~200X200mm

MRS86085

550

553

43

전기스탠드

일자형(300W 이상, 밝기 조
절 가능, AC용)

필수

5-6

전기스탠드(300w,
광량조절식)

185X450mm

MRS74203

110,000

93,108

44

전신거울

무규격

권장

3-4

"일반 구매 제품"

45

점적병

캡스포이트 포함

필수

5-6

점적병(백색)

30ml~100ml

MRS45168

4,400

366

46

점화기

불꽃길이 조절, 가스리필용

필수

5-6

가스점화기

280mm

MRS44056

7,700

330

47

주름빨대

φ7mm

필수

5-6

일반구매

48

집기병

500ml

필수

5-6

집기병

500ml

MRS45200

5,500

370

49

철판

120×120mm사각형, 철제

권장

5-6

금속판

철판(100X100mm
~200X200mm)

MRS86086

990

67,553

50

체

무규격

필수

3-4

체(4종5단)

￠120X50mm

MRS54036

48,400

406

51

큰북

무규격

권장

3-4

52

투명상자

무규격

필수

5-6

53

페트리접시

57.5mL

권장

5-6

샬레(유리)

￠90mm~￠
150mm

MRS45178

4,400

56,368

54

페트병

1.5L

권장

5-6

페트병

1800ml

MRS17021

1,320

43

55

플라스틱병

뚜껑

권장

3-4

플라스틱병(관병)

50ml~500ml

MRS45107

1,100

33,43,63,357

56

플라스틱통

둥근 원기둥

필수

3-4

투명한플라스틱통

80x65mm

MRS74139

1,980

38,94

140mm

MRS45061

1,650

425

220V

MRS74116

33,000

94,124

57

핀셋

스테인리스강제

필수

5-6

핀셋

58

할핀

조립용

필수

5-6

"일반 구매 제품"

59

헤어드라이어

AC 220V, 냉온풍 겸용

필수

3-4

드라이기(냉온품,겸
용)

60

냉장고

무규격

필수

5-6

"일반 구매 제품"

61

비디오카메라

2000만 화소 이상, WiFi 가
능

필수

5-6

"일반 구매 제품"

62

컴퓨터

쿼드코어 이상(노트북, 데스
크 탑)

권장

5-6

"일반 구매 제품"

63

테블릿 PC

무규격

권장

5-6

"일반 구매 제품"

64

거울(평면거울)

100×150mm, 받침대부

필수

3-4

평면거울(스탠드)

￠100X150mm

MRS33147

16,500

94,112,216

65

그림자스크린

400×500mm

필수

3-4

그림자스크린

대(400X500mm)

MRS33114

28,600

59,94,211

66

꼬마전구

1.5v, 300mA

필수

5-6

꼬마전구

1.5v~9v(10개입)

MRS36184

2,200

270

67

나침반

φ38mm, 8개 1조

필수

3-4

나침반(38mm)

8개1조

MRS35042

28,600

39,87,94,242

68

니크롬선

DC3V용, 120×60mm

필수

5-6

니크롬선(초등)

DC3V용, 120×
60mm

MRS36124

5,500

94,262

필수

5-6

바람이부는방향세
트

400X200X310mm
(6종)

MRS17037

99,000

75,94

필수

5-6

볼록렌즈

￠76mm, 대부

MRS33155

16,500

95,109,217

69
70

103

투명아크릴상자, 상자받침
대류실험관찰세트 대, 사각은박접시2개, 향1통,
모래1봉
렌즈(볼록렌즈)

스탠드형, 높이조절가능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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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구 및 기자재 보유 필요 예산(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대비)
교구종목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71

망원경만들기세트

무규격

권장

72

소리굽쇠

공명상자 2개 1조, 고무망치
포함

5-6

간이사진기만들기

5인용

MRS16018

22,000

84,95,107

필수

3-4

소리굽쇠2구

215X105X250mm

MRS32037

44,000

46,95,190

73

스위치

120×60mm, 2회로 연결도
선부

필수

5-6

간이스위치(분리형)

120X60mm

MRS36172

4,620

268

스위치

120×60mm, 2회로 연결도
선부

필수

5-6

간이스위치(일체형)

120X60mm

MRS36170

2,750

268

74

열전도비교실험기

스탠드식

필수

5-6

열번도비교실험기
(스탠드식)

370X150X130mm

MRS34007

55,000

95,225

75

용수철

용수철 저울용

권장

3-4

용수철(당김용)

10개입

MRS31030

5,500

37,53,166

76

용수철저울

최소0.1N~최대10N

필수

3-4

용수철저울(투명원
형)

100~5000g

MRS31040

8,800

54,95,110,167

77

자석(네오디뮴자
석)

무규격

필수

3-4

네오디움(ND)자석

MRS35017

550

95,239

78

자석(막대자석)

17×16×4mm

필수

3-4

막대자석(극표시있
음)

MRS35001

7,700

38,95,237

자석(막대자석)

17×16×4mm

필수

3-4

막대자석(극표시없
음)

MRS35002

7,700

38,95,237

자석(원형자석)

25×5mm

필수

3-4

동전(원형)자석

MRS35018

770

38,95,239

80

전지끼우개

1.5V 건전지용

필수

5-6

전지끼우개

DM용(4개1조)

MRS36175

5,500

269

81

집게달린전선

무규격

필수

5-6

집게달린전선

300mm

MRS36192

1,320

271

82

프리즘 세트

60°X60°X60°, 90°X45°X45°

필수

5-6

프리즘

A형, B형

MRS33158

11,000

96,217

MRS74134

44,000

7,35,57,96

79

규격

필수/권장 사용학년

83

도감(동물도감)

컬러사진포함

필수

3-4

동물도감

210x297mm(260p)
양장본

84

도감(식물도감)

컬러사진포함

필수

3-4

식물도감

210x297mm(260p)
양장본

MRS74137

44,000

8,42,52,63,96

85

모형(배설기관모
형)

분리조립식

권장

5-6

배설계구조(B형)

240X500X50mm

MRS71075

143,000

96,113,445

86

모형(순환기관모
형)

전자식

권장

5-6

순환계모형(입체식)

300X850X50mm

MRS71037

176,000

113,442

87

모형(신경계모형)

900×370×70mm

필수

5-6

신경계모형

300X850X50mm

MRS71038

176,000

113,442

88

모형(인체골격모
형)

조립식 해부형

필수

5-6

인체근육, 골격모형

20.4cm

MRS12470

89

생태계구성요소붙
임딱지

무규격

권장

5-6

생태계구성요소붙
임딱지(자석식)-5
인용

40x40mm

MRS74205

35,200

97

90

카드(동물카드)

컬러사진포함

필수

3-4

동물카드(VR기능)

185x125mm(동물50
장)

MRS74135

34,100

7,35,57,97

91

카드(식물카드)

컬러사진포함

필수

3-4

식물카드(VR기능)

185x125mm(식물50
장)

MRS74138

34,100

8,42,52,63,97

92

표본(동물세포영
구표본)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조면소포제, 활면소포제, 골
지체, 리보솜, 액포, 세포질,
세포막

권장

5-6

영구프레파라트(25
매)

동물조직(25매)

MRS64005

88,000

97,435

93

표본(식물세포영
구표본)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조면소포제, 활면소포제, 골
지체, 리보솜, 세포질, 세포
막, 세포벽

권장

5-6

영구프레파라트(25
매)

식물조직(25매)

MRS64005

88,000

97,435

94

표본(씨의특징표
본)

30종 이상

권장

5-6

곡물씨악표본

40X60X7cm(30종)

MRS71152

187,000

450

95

한살이관찰용(곤
충/동물)

무규격

필수

3-4

개구리한살이표본

140X62X20mm(8종
1조)

MRS71180

132,000

36,97,454

95

한살이관찰용(곤
충/동물)

무규격

필수

3-4

배추흰나비한살이
표본

140X62X20mm(6종
1조)

MRS71181

132,000

36,97,454

96

한살이관찰용(식
물)

무규격

필수

3-4

강낭콩한살이표본

140X62X20mm(6종
1조)

MRS71182

132,000

52,97,454

97

한천배지

핸드플레이트

권장

5-6

핸드플레이트

MRS11351

7,700

98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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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공통

NO

초등학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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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구 및 기자재 보유 필요 예산(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대비)

초등학교공통

NO

교구종목

규격

필수/권장 사용학년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98

현미경(광학현미
경)

총배율40~1000배, 접안
10~15배, 대물4~100배, 광
원장치포함

필수

5-6

광학현미경

460~483

99

현미경(실체현미
경)

총배율 10~40배

필수

5-6

실체현미경

460~483

100

호흡운동실험장치

무규격

권장

5-6

허파실험장치

101

건습구습도계

-20°C~50°C

필수

5-6

￠120X180mm

MRS61007

13,200

67,80,114,421

건습구습도계

-20℃~50℃ 판부

MRS51021

6,600

74,376

500ml, 액정온도계,
압축마개

MRS17036

8,800

45,74,98,114

MRS12326

22,000

98

102

구름발생장치

페트병

필수

5-6

구름발생장치(1인
용)

103

기압및날씨예측기

무규격

권장

5-6

기압및날씨예측기

104

라이프스트로

무규격

권장

3-4

오수정화빨대(라이
프스트로)

56g, 1000L

MRS17096

66,000

64,98

105

모형(단층모형)

정단층, 주향이동단층, 역단
층, 수직단층

필수

3-4

단층모형

4종1조

MRS54048

165,000

98,407

106

모형(습곡모형)

정습곡, 경사습곡, 등사습곡,
횡와습곡

필수

3-4

습곡모형

4종1조

MRS54049

165,000

98,407

107

모형(지층모형)

3종(단층, 습곡, 수평층) 1조

필수

3-4

습곡단층부정합모
형

3종1조

MRS54050

220,000

98,407

108

모형(화산모형)

5종 1조

필수

3-4

화산모형

520X330X250mm

MRS54045

165,000

62,99,407

109

물빠짐장치

4구 이상

필수

3-4

물빠짐비교실험기
(퇴적실험기)

￠60X300mm(2조
주문시 4조)

MRS54017

22,000

43,48,99,404

110

물순환실험장치

무규격

권장

3-4

물순환실험장치키
트(5인용)

MRS18048

8,800

64,99

110

물순환실험장치

무규격

권장

3-4

물의순환과정

MRS95016

8,800

64,99,494

MRS52031

5,500

89,99,386

MRS87001

187,000

100,459

111

시간판

무규격

권장

5-6

지구본부착용관측
자판/시간판

112

쌍안경

30*60배 이상

필수

3-4

대구경쌍안경(줌조
절식)

113

아네로이드기압계

930~1070hPa

권장

5-6

아네로이드기압계

￠140X40mm

MRS51041

132,000

100,115,375

114

온습도계(디지털)

온도(-30°C~50°C), 습도
(0~100%)

권장

5-6

디지털온습도계

HS30TR

MRS22028

74,800

100,146

115

온습도계(아날로
그)

실내측정범위 -50°C~70°C

권장

5-6

온습도계(판부)

-30~50℃

MRS22024

13,200

149

116

자석인형

무규격

필수

5-6

자석인형

보호마개포함

MRS53067

4,400

82,100

117

전시용화석(삼엽
충)

무규격

권장

3-4

삼엽충전시용화석

140X110X40mm

MRS73008

77,000

100

118

전시용화석(새발
자국)

무규격

권장

3-4

새발자국전시용화
석

190X150X10mm

MRS74206

77,000

100

119

전시용화석(암모
나이트)

무규격

권장

3-4

암모나이트전시용
화석

140X110X40mm

MRS73009

77,000

100

120

지구의

무규격

필수

3-4

일반용지구의

352X352X435mm(330mm) MRS53029

92,400

394

121

지구의(그려보는
지구의)

무규격

권장

3-4

그려보는지구의

직경 28cm

MRS53054

77,000

395

122

지구의(별자리지
구의)

무규격

권장

5-6

별자리지구의

352X352X435MM
(330mm-S)

MRS53047

92,400

396

123

지구의(자전하는
지구의)

무규격

권장

5-6

각도조절지구의

330X330X420mm
(304CK)

MRS53033

105,600

394

124

지구의(테두리없
는지구의)

무규격

권장

5-6

테두리없는각도조
절자석지구본

304mm

MRS56014

132,000

41,82,89,396

125

천체망원경

반사식, 굴절식, φ 100mm이
상 (적도의식 가대, 삼각대
포함)

필수

3-4

굴절망원경

102S

MRS81001

2,002,000

456

126

태양계행성거리줄
자

무규격

권장

5-6

태양계행성의거리
줄자

MRS93996

55,000

70,101

127

태양계행성사진

8매 1조

권장

5-6

태양계사진(8매1조)

MRS52105

6,600

70,101

105

시간판,관측자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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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목

규격

필수/권장 사용학년

128

태양고도와그림자
의길이 측정기세
트

무규격

권장

5-6

129

태양고도측정기

방위각 표시, 굴절식, 나침반
부착

권장

130

표본(동물화석표
본)

5종 이상

131

표본(사암표본)

132

추천교구

규격

금액

페이지

태양고도와그림자 250X40X155(각도기
MRS52019
길이측정기
이동식)

13,200

89,101,385

5-6

태양고도측정기(굴
절식)

160X280X300mm

MRS52015

55,000

101,385

권장

3-4

동물화석표본(5종)

330X105X39mm

MRS54088

44,000

411

10개 1세트

권장

3-4

사암표본(10종)

MRS54063

27,500

408

표본(식물화석표
본)

5종 이상

권장

3-4

식물화석표본(5종)

MRS54087

44,000

411

133

표본(역암표본)

10개 1세트

권장

3-4

역암표본(10종)

MRS54062

27,500

408

134

표본(퇴적암표본)

10종 이상

필수

3-4

퇴적암표본(10종)

MRS54069

33,000

409

330X105X39mm

코드

135

표본(현무암표본)

10종 이상

권장

3-4

현무암표본(10종)

MRS54059

27,500

408

136

표본(화강암표본)

10종 이상

권장

3-4

화강암표본(10종)

MRS54058

27,500

408

137

표본(화성암표본)

10종 이상

필수

3-4

화성암표본(10종)

MRS54067

33,000

409

138

화산암석조각

지름 약 3~5cm

필수

3-4

화산암석조각

MRS54143

7,700

62,417

지름 약 3~5cm

139

화산재

지름 약 0.25~4mm

필수

3-4

화산재

50g

MRS54144

7,700

62,417

140

화산탄표본세트

5종 이상

필수

3-4

화산탄표본

350X90X50mm

MRS54140

33,000

416

141

화석세트(동물,식
물)

10종 이상

필수

3-4

142

고무마개

무규격

필수

5-6

고무마개

4~11호

MRS45134

286

361

143

깔때기

φ60~120mm

필수

3-4

깔대기(유리)

φ60~120mm

MRS45164

3,300

368

144

깔때기대

300×400×100mm, 깔때기
2본용

필수

3-4

깔대기대(목제)

2본용

MRS43066

22,000

318

145

눈금실린더

100mL

필수

5-6

메스실린더

100ml

MRS45186

9,350

372

146

보안경

안전용(안경식)

필수

5-6

보안경

안경식

MRS45016

11,000

101,343

147

압축마개

무규격

필수

3-4

페트병압축마개(고
무공타입)

MRS17035

6,600

45,74,101

147

압축마개

무규격

필수

3-4

페트병압축마개(피
스톤식)

MRS14030

11,000

101

148

약숟가락

스테인리스강제

필수

5-6

약숟가락(스텐)

MRS45069

1,650

352

연소숟가락

초받침, φ30mm,길이
250mm

MRS44039

3,300

329

149

권장

5-6

180mm

초받침, φ30mm,길
연소숟가락(황동제)
이 25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06

초등학교공통

NO

중학교
전도도 측정기 A형
MRS 41017 ............ 44,000원

중학교

전해질과 비전해질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실
험장치로 LED바 빛의 수에 따라 이온화 정도
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규격

2018~2019
전도도 측정기(케이스형)
MRS 41022 ........... 26,400원

전도도 측정기 C형
MRS 41019 ........... 22,000원

액체의 전기전도측정에 사용되며 별도의 조
작없이 바로 담궈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의 전기전도측정에 사용되며 별도의 조
작없이 바로 담궈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전원

전기 전도성 측정기 본체
110 x 40 x 20mm, 전원 12V건전지

디지털 온도계(일체형)

압력계 달린 주사기
MRS 34070 ............ 33,000원

MRS 22014

<B형>

규
격

주사기(PVC 50㎖)
압력게이지(0~0.2MPa)

골판지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만들어보며, 상이
맺히는 원리와 빛의 원리를 이해해 봅니다.

식품 등 내부온도 측정, 관리에 최적인 포켓용 디지
탈 온도계, 화씨/섭씨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성

구분
규격

A형
B형
150 x 20 x 18mm 160 x 20 x 12mm
-40℃ ~ +200℃ - 4 0 ℃ ~ + 3 0 0 ℃
측정범위
(-40℉ ~ +392℉)
(-40℉ ~ +572℉)
가격(원)
55,000
55,000

두 물체가 접촉한 상태로 상대운동을 하면 그 운동방향을
방해하려는 반대방향으로 마찰력이 형성되고 그 크기는
접촉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비례하여 형성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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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 500 x 5mm, 마찰블록 100 x 40 x 30mm,
추 500g x 3개, 용수철저울 1N

간이사진기만들기(5인용)
MRS 16018 ............ 22,000원

보일, 샤를의 법칙 실
험기이며, 유리주사기
와 압력게이지를 직접
접속해서, 주사통의 움
직임에 따른 게이지압
의 변화로부터 기체의
법칙을 실험합니다.

<A형>

마찰력 실험기
MRS 31080 ............ 39,600원

전극길이(70mm x 2EA)
LED표시램프, 전자부저
DC 9V

레이저 포인트(LP-100)
MRS 33086 ............ 44,000원

규격

Ø1.0 x 150mm,
AAA건전지 2개 사용

볼록렌즈, 기름종이, 고무줄, 골판지종이

레이저 포인트(그린형)
MRS 33082

종류

규격

가격(원)

일반형

16.5 x 1.5cm
16.5 x 1.5cm, 다양한
모양의 교체용 슬릿 포함

132,000

고급형

154,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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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전도도 측정기(AA 건전지용)
MRS 74045 ............ 22,000원

링클램프
MRS 43106

LED 손전등(5W)-줌기능
MRS 37029 ................. 9,900원

중학교

규격
Ø90mm
Ø70mm
Ø50mm

가격(원)
7,700
7,700
7,700

원형수조(PVC)

특정 물체의 전도 여부와 전도율을 LED 불빛의 수에 의
해 전도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간이 전도도 측정기입니다.
규격
높이 180mm
손잡이 직경
ø50
전원
AA건전지 2개

MRS 45112

ㆍ 액체(물)를 담는 그릇으로서 빛의 굴절, 빛의 진행, 식물성장의 관찰, 집기병으로 기체를 모으는 장치 등에 사용됩니다.
ㆍ 용기 옆면에 간단한 용량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규격
소 Ø210 x 120mm
대 Ø300 x 170mm

가격(원)
7,700
15,400

실험복
MRS 45024 .............. 26,400원

규격
소 250 x 150 x 120mm
대 300 x 200 x 200mm

규격

면폴리에스텔
·초등 : 14<15<16호
·중·고·성인(남) : 90<95<100<105호
·중·고·성인(여) : 55<66<77<88호

5W, 17x2.7cm

규격

270X200X105mm

가격(원)
8,800
17,600

방염실험복
MRS 46038 ........ 각 44,000원

ㆍ 불에 타지 않는 실험복
ㆍ 무동석 내화 불연 방염처리
ㆍ 방염액 형식 승인(염03-18) /방염도료 형
식승인(염04-7)
재질

규격

사각수조(PP재질)
MRS 74120 ............. 8,800원

사각수조(PVC)

MRS 45111

그림자 관찰등 빛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에 사용.

재질 면폴리에스텔
초등 : 14호, 15호, 16호
규격 중등,고등,성인 : (남성) 90호, 95호, 100호, 105호
중등,고등,성인 : (여성) 55호, 66호, 77호, 88호

전기스탠드(300w,광량조절식)
MRS 74203 ..........110,000원

그림자 관찰 및 빛이나 열을 이용한 실험에 사
용하는 기구로 빛(전구)의 강약 조절과 전구의
방향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규격 185 X 450mm
갓크기 180mm, AC 220V용 광량조절식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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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레이트
MRS 44035 ............................................ 66,000원

실물화상기(UHD1300만화소)
MRS 15064 ......................................... 630,000원
규격
BC1300L
화소수 1300만 화소
해상도 4196*3120 (UHD)
반응 속
15~30fps (Max.)
도
인터페
USB 2.0, 3.0 (USB방식
이스 및
전원 공급)
전원
줌기능 디지털 줌
360˚ 회전 관절 구조
회전
(Stopper Type 좌ㆍ우 회전)
동영상
1080P, 720P, VGA 지원
녹화
제품 크
접 었 을
때
크 기 :
기및무
248*225*185mm / 무게: 1.75kg
게
구분

중학교
고효율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열기구입니다.
규격

220V, 1KW

※ 조달제품으로 할인 판매 불가 상품입니다.

금속박 검전기
MRS 36068 ............ 13,200원

니크롬선저항판(4개1조)
MRS 36123 ............ 61,600원

검전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구로 금속판에 부착된 주석박판
의 발을 이용하여 대전되는 전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니크롬선 저항판을 직렬, 병렬, 직·병렬(혼합) 회로를 도선집
게 필요 없이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열에 강한 본체와
유리관을 사용하여 니크롬선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Ø95 x 150mm
검전병 1개(주석박부), 발전판 1개

볼록렌즈/오목렌즈
MRS 33155 ...... 각 16,500원

구성

155 x 50 x 20(W x D x H) 5옴, 10옴,
15옴, 20옴 각 1개

간이 빛 혼합 실험장치(일체형)
MRS 33019 .............55,000원

볼록거울/오목거울
MRS 33154 ...... 각 16,500원

규격

Ø76mm, 대부

자유낙하 실험장치(원통형)
MRS 31116 ........... 572,000원
일정한 높이에서 물
체가 낙하하는 동안
의 시간을 측정하여
중력가속도(g)를 계
산할 수 있습니다.
상판과 하판의 거리
를 변화시켜가면서
초시계를 이용하여
물체를 낙하시킨 높
이와 낙하시간을 측
정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확대 및 축소하여 관찰하거나 빛이 슬릿을
통하여 렌즈를 지나는 모양을 관찰합니다.
규격

3원색 합성 실험기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표
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기를 통해 학생들이 3원
색과 풍부한 TV의 색채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Ø76mm, 대부, (받침대 Ø130mm)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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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덮개, 스크린, 전면 스위치판,
청색 조절손잡이, 녹색 조절 손잡이, 적색
조절손잡이, 전원 스위치, 본체, 전원 전환
스위치, +, - 외부 전원용 연결단자, AA
건전지 3개, 건전지함 덮개

규격
구성

220 x 160 x 1500mm
초시계, 정밀도 중력 가속도 오차≤5%,
쇠구슬(Ø16mm, Ø18mm 각 1개),
전자석부(초시계 분리형)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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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측정기(케니스)
MRS 74013 .......................................... 132,000원
규격
속도측정
적산표시

수광부 센서
액정표시
전원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역학운동(속도측정, 낙하
운동, 진자운동) 실험에 상용된다.
본체 내부에 있는 2개소의 적외선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초속, 시속)을 고정밀로 측정
하여 디지털 숫자로 표시함.
※초속ㆍ시속 단위 전환의 가능한 속도측정기능. 시간계측이나 램프 타임계측
에 편리한 스톱워치기능, 진자실험 등 물체가 통과한 때의 사운드(소리) 기능

용수철저울(투명원형)
MRS 31040 ......... 각 8,800원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속도
측정기로 본체 내측에 있는
2개소의 적외선 센서부를 통
과하는 시간차로부터 속도
를 디지털로 표시합니다. 기
능으로서 속도, 랩타임, 적
산랩타임이 측정가능하며, 2
개를 사용하면 가속도의 산
출도 가능합니다. 5회까지의
측정 기록 저장이 가능합니
다.
중량
랩타임
기능
속도
규격
적산랩타임
전원

니크롬선 저항기
MRS 74035 ...... 각 13,200원

약 55g(전지제외)
최장 99.99sec
시계기능, 저장기능
최대 99.99km/h
약 60 x 60 x 50mm
최장 99.99sec
건전지 2개(별매품)

마찰전기 실험세트
MRS 36069 ..............13,200원

100g/1N
250g/2.5N
500g/5N
규
1000g/10N
격
2000g/20N
3000g/30N
5000g/50N

규격

10ℓ, 20ℓ, 50ℓ, 100ℓ

규격

기초역학을 실험하는데 있어서 작용되는 힘
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투명하여 학
생들이 보기가 용이합니다.

마찰전기실험세트(대형)
MRS 36070 ..............13,200원

털가죽, 명주헝겊 등으로 막대(에보나이트, 유리, PVC)에 마
찰하여 정전기(-전하)를 발생시켜 검전기, 전기진자 등 정전
기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특수유리막대 Ø14 x 300mm(투명), 명주천 200 x 250mm
규격 정도, PVC막대 Ø14 x 300mm(백색), 에보나이트막대 Ø14 x
300mm(흑색), 털가죽(또는 모직) 100 x 100mm 정도, 5종 1조

털가죽, 명주헝겊 등으로 막대(에보나이트, 유리, 금속)에
마찰하여 정전기(-전하)를 발생시켜 검전기, 전기진자 등
정전기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구성

코일도선 자기장 실험기
MRS 36026 ............. 52,800원

특수표면 처리(엠보싱)되어 철가루가 몰리거
나 미끄러지지 않아 선명한 자력선이 형성됩
니다.
규격

205 x 145 x 6mm, 철가루 뿌리개,
철가루털이개, 100심 연결선 2개

200mm
털가죽 모직, 헝겊, 에보나이트막대,
유리막대, 금속막대(6종 1조)

코일자력선실험기(솔레노이드)
MRS 36028 .............44,000원

특수표면 처리(엠보싱)되어 철가루가 몰리거나 미
끄러지지 않아 선명한 자력선이 형성됩니다.
규격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0 x 120 x 25mm
스위치 1개, 집게전선 3개, 철가루뿌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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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부 센서

60X70X63mm
초속(0.00~99.99m/초),
시속(0.00~360.0km/시)
0.00~999.9초
(스톱워치모드)
적외발광 다이오드
차광시 하이레벨
출력포토IC
(가시광Cut수지)
표시부 디지털표시,
크기 46X20mm
건전지 4개 (별매)

속도측정기(Beespi)
MRS 31109 .......................................... 132,000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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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류계

교류전류계

MRS 24023

MRS 24024

중학교

전류(AC교류)의 크기를 재는 기구로서 디지털 카운터형과 아날로그형(가동코일형) 2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DC 0~1999mA 풀스케일
DC 50mA/500mA/5A

가격(원)
66,000
33,000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AC 0~19.99A 풀스케일
정밀도 1.5급, AC 100mA, 1A, 10A

직류전압계

교류전압계

MRS 24025

MRS 24026

가격(원)
88,000
33,000

전류(AC교류)의 크기를 재는 기구로서 디지털 카운터형과 아날로그형(가동코일형) 2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DC 0~199.9V 풀스케일
DC 3V/15V/30V

가격(원)
66,000
33,000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AC 0~300V풀스케일
정밀도 1.5급, AC 15V, 250V

가격(원)
88,000
33,000

직류전원장치(바늘지시식 15V)
MRS 36150 .......................................... 198,000원

직류전원장치(바늘지시식 30V)
MRS 36151 ......................................... 220,000원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
장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
장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15V
0~5A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30V
0~3A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직류전원장치(디지털식 15V)
MRS 36148 ..........................................242,000원

직류전원장치(디지털식 30V)
MRS 36149 ..........................................242,000원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장
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장
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입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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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15V 0~5A

입력
출력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30V 0~3A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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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거울(스탠드)
MRS 33147 ..............16,500원

고무망치(의료용)
MRS 62067 .............. 11,000원

조명장치(신형,300W)
MRS 74020 ...........154,000원

중학교

광학용 유리를 사용하였고 각도 조절 스탠드
에 부착되어 각도의 선택이 용이합니다.
규격

교실이나 과학실 등에서 그림자 관찰실험이나
태양과 달, 지구의 관계를 관찰하는 아주 밝은
빛(광)을 내는 일종의 전기 스탠드입니다.

의료용(신체반응 실험용)입니다.
규격

200mm

Ø110 x 200mm

규격

AC 220V 300W, 스탠드부(높이,
각도, 방향 조절 가능)

광합성 과정 표현 모형
MRS 74121 ............................................ 55,000원

네프론 모형
MRS 74122 ............................................ 88,000원

양의 빛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CO2와 H2O을 재료로 포도당
(C6H12O6)을 합성하며, 부산물로 O2가 생성됩니다. 뒷면에 자석이 붙
어 있어 학습이 용이합니다.

자석을 이용한 2part 분리 조립 제품입니다.
부신,신정맥,콩팥 동맥, 신우, 신피질, 신주, 신주체, 콩팥돌기, 작은 콩
팥, 큰 콩팥등 세부 명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규격
높이

식물체,포도당,녹말,물,이산화탄소모형등
약 50cm

높이

약 20cm

동물체 구성단계 모형세트
MRS 74123 ......................................... 528,000원

모의 가계도 만들기 세트
MRS 74124 ...............................................6,600원

동물체의 구성 단계인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를 구분하여 구성
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여러 개의 모형 샘플을 통해 동물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별 표시가 있는 자석 부착 형태로 우리 가족의 가계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규격

600x400x100mm

크기
재질

200x300mm
우드락외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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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눈의 구조 모형(C형)
MRS 71053 ........... 132,000원

귀의 구조 모형(B형)
MRS 71062 ........... 132,000원

인체의 기관 중 배설기관의 구조와 역할을 설
명하는데 사용됩니다.

눈의 구조와 그 기능(작용)을 구조와 관련시켜
설명, 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각막, 홍체, 수
정체, 맹반, 모양체, 망막, 시신경의 구조)

귀의 구조(고막, 세반고리반, 정전 기관 등)와 모양, 기
능(역할)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모형으로서 관찰이
편리하도록 실제와 비례 확대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배설계 구조(B형)
MRS 71075 ...........143,000원

재질
규격

합성수지제
240 x 500 x 50mm

규격

70 x 170 x 240mm, 합성수지제,
분해조립식 받침대부, 4등분

규격

300 x 150 x 200mm, 3등분,
합성수지제

코의 구조 모형(B형)
MRS 71059 ............ 132,000원

피부 구조 모형(B형)
MRS 71089 ........... 132,000원

혀의 구조 모형
MRS 71060 ........... 132,000원

코의 구조와 그 기능(작용)을 학습 이해시키는데
사용되며 주요 혈관 및 신경계통 표시 등 설명
에 편리하도록 입체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체를 이루고 있는 피부구조와 모양·역할 등의
관련 학습에 사용되는 입체적 모형으로 실제와
비례 확대 제작하였습니다.

혀의 구조와 기능(부분별 맛의 느낌 부분)을 설명 이해
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규격

300 x 400 x 50mm, 합성수지제,
단면조립 입체식

재질
규격

규격

180 x 180 x 240mm, 합성수지제

합성수지제
360 x 180 x 350mm, 2등분

호흡기관 모형
MRS 71063 ...........143,000원

순환계 모형(입체식)
MRS 71037 ........... 176,000원

신경계 모형
MRS 71038 ........... 176,000원

인체의 순환기관 중 숨을 쉬는 기관(호흡기관)의
구조 및 역할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인체내 혈액의 순환 및 심장의 박동 등 관련학습
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실제와 흡사하게 입체적
으로 나타낸 제품입니다.

인체내 신경계통의 관련학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편리하도록 입체적인 모형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규격

340 x 440 x 120mm, 합성수지제

재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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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300 x 850 x 50㎜

규격
재질

300 x 850 x 50㎜, 2등분
합성수지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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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 모형
MRS 71039 .......................................... 187,000원

인체 전신 모형
MRS 71010 ..............................................550,000원

음식물이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소화(흡수, 분해)되며 또 음식물이 소
화되는 과정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규격

310 x 790 x 120mm, 합성수지제

여자 생식기 구조 A형
MRS 71104 .......... 253,000원

남자 생식기 구조 A형
MRS 71101 ...........253,000원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몸의 구조를 단면(입
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몸의 구조를 단면(입
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규격

300 x 400 x 100mm, 2등분 분리조립

허파실험장치
MRS 61007 ..............13,200원

규격

300 x 400 x 100mm, 2등분 분리조립

해부기(지갑형)
MRS 62002 ............. 36,300원

호흡과정을 실험 및 설명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규격

Ø120 x 180mm
유리종, Y자관, 고무막

동·식물의 해부나 생물 실험에 사용됩니다.
규격

10종 1조, 지갑형

1 4 5 ㎝ 정 도 ,
합성수지제, 근육,
실물형 받침대,
부전신, 흉복,
머리부분 조립가능

영구 프레파라트(100매)
MRS 64003 ............... 275,000원

1
2
3
4
5
6

세포분열
생식세포
세균
동물의 발생
미생물
균류

동·식물 종합편
5매 7
플랑크톤
5매 8
기생충
3매 9
혈액형
5매 10
신경세포
5매 11
동물조직
5매 12
식물조직

5매
5매
7매
5매
30매
20매

구름발생장치(1인용)
MRS 17036 ............... 8,800원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모두 할 수 있도록하여 온도변화
와 구름발생과정 실험이 모두 가능한 실험장치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0mL, 액정온도계, 공기압축 마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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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배복
관계나 상호관계를 모형에
의하여 기관의 형상, 위치관
계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
는데 사용합니다.

중학교

2018~2019
알루미늄컵
MRS 51076 ..............19,800원

태양고도측정기(빨판태양고도팽이)
MRS 52032 ................3,300원

항성의 위치, 별자리의 배치, 계절에 따라 변
하는 별자리를 이해시킵니다.

태양복사와 지구복사에 의한 복사평형을 실
험하는 기구입니다.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로 태양의 고도를 측정
하는 기구로서 지구본에 쉽게 부착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별자리 보기판(신형)
MRS 52062 ..............15,400원

규격

Ø240mm, 회전식

규격
구성

Ø80 x 115mm
흑백 2개 1조, 온도계 포함

쌍안경(포켓용)
MRS 81010 .............66,000원

표준형 쌍안경
MRS 81009 ........... 110,000원

배율 10x, 25x, 초경량 포켓용,
시도조절장치

규격 구경 50mm, 배율 10배
부속품 소프트 케이스, 삼각대용 어댑터
멀티코팅, BAK4 프리즘,
특징
롱 아이 릴리프

규격

전선밀도류 실험기(아크릴)
MRS 51069

115

지구의 내부구조(지표, 맨틀, 외핵, 내핵, 지진
파, 지구의 지름 등)를 입체적으로 학습시키
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Ø320mm, 조립식

66 x 55mm

아네로이드 기압계
MRS 51041 ........... 132,000원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만든 간이형 기압계로서
휴대 및 관측 등이 편리하며 고도계로서 사용
합니다.
규격

Ø140 x 40mm

지질조사 용구세트
MRS 54028 ........... 132,000원

지구내부 구조모형
MRS 52075 ........... 165,000원

밀도(기압과 온도)가 다른 두 수(유체)가 만나면 전선면(불연속면)과 전선
(불연속선)이 형성되는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으로 기온과 습도, 풍향변화
와 구름발생 및 비나 눈, 태풍의 발생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 500 x 500 x 200mm 198,000원
규격 중형 500 x 200 x 200mm 88,000원
소형 200 x 100 x 100mm 44,000원
구성
투명아크릴제 중간 칸막이부

규격

ㆍ
ㆍ
ㆍ
ㆍ
ㆍ
ㆍ

클리노메터 : 지형의 고도, 방위지층의 주향, 경사(경사면, 경사방향)를 측정함
돋보기 : 채집물 또는 지형물 관찰
지형도 : 조사대상지역도, 소형삼각자 : 채집 지역 기록용
표품주머니 : 채집한 표품을 담는 주머니(두꺼운 천으로 제작)
각도기 : 소형(채집지역 기록용)
지학망치 : 표품채집용 망치

규격

385 x 165 x 5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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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반구세트(중고등용)
MRS 52029 ........... 66,000원

[특징] 좌대가 수지제로 된 보급형 천구의

반구에는 위도선과 동경도선을 조각하였으므로 반구
2개를 겹치면 지구의 실제모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사용방법 반구 조립 시 안쪽 홈과 바깥쪽 홈을 맞
춰 조립 후, 스카치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풍향풍속계(이동용디지털식)
MRS 51005 .........264,000원

수온의 연직분포(원형)
MRS 51074 ..........110,000원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를 측
정하는 기구입니다.

ㆍ 해수(바다나 호수의 물)의 수표면에서 물의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수직분포)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ㆍ 투명합성수지제로 제작하여 물의 깊이
와 온도를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천구의(500C)
MRS 53045 ..........217,800원

규격
구경

520 x 520 x 485mm
Ø 330mm

구성

방위판 400 x 400mm, 나침반부 반구
Ø210mm 2개, 고무빨판 4개, 각도기
1개, 반구받침 1개

측정범위 0~70m/sec
방위판 및 계기판(디지털)부착, 풍향풍속
구성
날개 베어링 사용, 전원 Fc 9V건전지사용

규격
구성

진공실험장치(신형)
MRS 34081 ............. 39,600원

진공용기 속에 풍선이나 쵸코파이를 넣은
후 뚜껑을 닫고 펌프로 용기 안의 공기를 빼
내면 용기 안이 진공상태로 되어 풍선이나
쵸코파이 등이 커지게 됩니다.
규격

150 x 250mm
투명아크릴, 원통 눈금부, 온도계 홀더,
높이 조절식, 온도계 -10~50℃, 1/8° 눈금, 광원부

마찰력 실험기(비교형)
MRS 74125 .............44,000원

대륙의 이동(판구조론)
MRS 74126 .............55,000원

서로 다른 면의 두 밑판의 마찰력을 비교하는
실험장치입니다.

대륙의 이동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씩 조립하면서 완성해가는 성취
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4개의 모형
을 만들 수 있으며 대륙의 표기를 끼우면서 해
양판과 대륙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받침대 500x250x20mm
마찰블럭 70x100x30mm

180 x 110mm, 1ℓ 배기펌프 포함

제품크기 가로 350mm x 세로 250mm(조립 후)
제품구성 우드락 합지 조립 세트(시기별 4세트)

우주팽창실험세트(10인용)
MRS 74127 ............... 9,900원

일식월식실험세트(5인용)
MRS 74128 .............. 11,000원

풍화 실험 모형 세트(5인용)
MRS 74129 .............. 11,000원

풍선을 이용하여 우주 팽창의 원리를 실험 할
수 있습니다.

구와 달을 이용하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실험 할 수 있습니다.

각설탕을 이용하여 풍화 작용 모의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무풍선 10개, 공기주입기 1개,
스티커

크기
재질

200X250X50mm
종이, 스티로폼

구성

각설탕, 플라스틱 병, 은박접시,
스포이드 각 5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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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구종목

규격

필수/권장

추천교구

1

MBL 센서 세트

온도, 운동, 산소, 조도센서, 전
류계, 전압계, 소리 등

권장

2

MBL인터페이스

MBL용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중고등무선MBL실
험세트

MRS74256

2,200,000

2

권장

MBL시리즈

MRS

1~5

각도기

문구용

필수

"일반 구매 제품"

4

간이 전기 전도계

1.5V건전지

권장

전도도측정기

케이스형

MRS41022

26,400

107,282

간이 전기 전도계

1.5V건전지

권장

전도도측정기

C형

MRS41019

22,000

107,122,282

5

눈금실린더

유리 혹은 아크릴제,
100~250mL

필수

메스실린더

유리

MRS45186

9,350

372

6

디지털 온도계

-40∼150℃

필수

디지털온도계

일체형

MRS22014

55,000

107,122,148

7

알콜온도계

막대유리형

필수

막대온도계

-20~110℃

MRS22001

3,300

147

8

압력계

주사기부착용

필수

압력계달린주사기

MRS34070

33,000

107,231

9

주사기

유리 또는 스크류, 60mL

필수

주사기(유리)

50ml

MRS45044

17,600

350

주사기

유리 또는 스크류, 60mL

필수

스크류주사기

PVC

MRS45046

3,960

350

10

전자 저울

200g(0.01g)

필수

실습용전자저울

HS202R

MRS21003

396,000

138

11

초시계

무규격

필수

초시계(일반)

0.01/59분59초

MRS23008

22,000

39,93,151

중학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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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명 빨대

지름 6mm

권장

"일반 구매 제품"

13

가위

문구용

필수

"일반 구매 제품"

14

간이 사진기

볼록렌즈, 기름종이, 고무줄, 골
판지

권장

간이사진기만들기

5인용

MRS16018

22,000

84,95,107

15

고무관

라텍스, 10~30cm

필수

고무관(라텍스)

6호(1Kg)

MRS45141

66,000

363

16

고무마개

다양한 크기(플라스크, 시험관
용)

필수

고무마개

4~11호

MRS45134

286

361

17

구멍뚫린 고무마개

다양한 크기(플라스크, 시험관
용)

필수

고무마개(1,2구)

5호1구~11호1구

MRS45135

462

361

18

그물망

세라믹 혹은 스테인리스,
120*120mm

필수

세라믹안전망

120X120mm

MRS44044

3,850

329

19

깔때기

지름 60mm

필수

깔대기(유리)

￠60mm

MRS45164

3,300

368

20

깔때기대

2본용 또는 4본용

필수

깔대기대(목제)

2본용

MRS43066

22,000

318

21

나무판

마찰력 실험용

필수

마찰력실험기

MRS31080

39,600

107,173

22

나침반

지름 15~50mm

필수

나침반

B형(50mm)

MRS35040

3,300

242

23

레이저 포인터

무규격

권장

레이저포인트

4in1

MRS74019

44,000

60,207

24

링클램프

무규격

필수

링클램프

70mm

MRS43106

7,700

108,322

25

바이알병

유리, 뚜껑, 20mL

필수

점적병(백색)

30ml

MRS45168

4,400

366

바이알병

유리, 뚜껑, 20mL

필수

스크류캡바이알병
(백색)

￠
26X60mm/20ml

MRS45205

990

367

보안경

안전용(안경식 혹은 수경식)

필수

보안경

안경식

MRS45016

11,000

101,343

26
27

비커

경질유리, 50~1000mL

필수

비이커(유리)

50ml~1000ml

MRS45148

2,860

364

28

삼발이

지름120*160mm

필수

삼발이(조절식)

￠115X150mm

MRS44005

13,200

93,325

29

선풍기

탁상용

필수

선풍기

탁상용
MRS37029

9,900

58,93,108,208

30

손전등

5W LED

필수

LED손전등(5W)줌기능

31

수조

원형 또는 사각 (150~30cm)

필수

원형수조(PVC)

소￠210X120mm

MRS45111

7,700

39,108,358

수조

원형 또는 사각 (150~30cm)

필수

사각수조(PVC)

소 250X150X120mm

MRS45112

8,800

33,108,358

스탠드

철제

필수

스탠드(지지대+지
주)

B형
(150X200X20mm)

MRS43100

26,400

53,322

스탠드

철제

필수

철제스탠드세트

MRS43101

44,000

53,322

33

시험관

유리(지름 13~22mm)

필수

시험관(유리)

￠13X120~￠
30X200mm

MRS45172

330

369

34

시험관 대

6구

필수

시험관대(목제)

6구

MRS43036

13,200

313

35

시험관 집게

철제, 목제

필수

시험관집게(목제)

MRS44046

3,300

3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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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6

교구종목

규격

필수/권장

추천교구

시험관 집게
실험복
실험복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철제, 목제

필수

시험관집게(철제)

MRS44047

3,300

330

무규격

필수

실험복

MRS45024

26,400

108,346

무규격

필수

방염실험복

MRS46038

44,000

108,336

알코올램프

용량150mL

필수

알콜램프(유리)

150ml

MRS44011

3,740

327

약숟가락

스테인레스강제

필수

약숟가락(스텐)

180mm

MRS45069

1,650

352

39

유리 막대

20~25cm

필수

유리막대

￠4X300mm~￠
9X200mm

MRS45197

1,320

369

40

자

50cm, 30cm

필수

"일반 구매 제품"

41

전기스탠드

밝기 조절 가능(LED 가능)

필수

전기스탠드(300w,
광량조절식)

185X450mm

MRS74203

110,000

93,108

42

점적병

50~100mL, 유리

필수

점적병(갈색)

30ml~100ml

MRS45169

4,840

366

43

점화기

가스형

필수

가스점화기

280mm

MRS44056

7,700

330

44

조명장치(전등)

AC220V

필수

조명장치(300W)

AC 220V, 300W

MRS33088

132,000

208

10개입

MRS14051

5,500

중학교공통

37
38

45

집게

무규격

필수

나무집게(10개입)

46

칼

문구용

필수

일반구매

47

클램프

15~40mm

필수

클램프(나사식)

￠15~40mm

MRS43107

8,800

323

48

페트리 접시

유리, 플라스틱, 지름 60mm 이
상

필수

샬레(유리)

￠90mm~￠
150mm

MRS45178

4,400

56,368

49

핀셋

철제, 14cm

필수

핀셋

140mm

MRS45061

1,650

425

필수

핀치콕크/핀치클램
프

A형(나사식클램
프)

MRS43121

4,840

324

220V, 1KW

MRS44035

66,000

109,124,328

1,300만화소

MRS15064

630,000

109,124

50

핀치 코크

누름식, 60x65mm

51

핫 플레이트

220V

필수

핫플레이트

52

비디오카메라

삭제가능 (스마트폰 대체 가능)

권장

"일반 구매 제품"

53

빔 프로젝터

5,000안시

필수

"일반 구매 제품"

54

실물 화상기

1,300만 화소

필수

실물화상기

55

컴퓨터

쿼드코어 이상(노트북, 데스크
탑)

필수

일반구매

56

태블릿 PC

무규격

권장

일반구매

57

검전기

지름 95x150mm

필수

금속박검전기

￠95X150mm

MRS36068

13,200

109,134,254

58

네오디뮴자석

지름 1cm 이상

필수

네오디움(ND자석)

￠20*5(T)mm

MRS35017

550

35,239

59

니크롬선저항판

155x50x20mm

필수

니크롬선저항판(4
개1조)

155X50X20mm

MRS36123

61,600

109,262

60

볼록거울

직경 70mm 이상

필수

볼록거울

￠76mm, 대부

MRS33154

16,500

109,217

61

볼록렌즈

직경 70mm 이상

필수

볼록렌즈

￠76mm, 대부

MRS33155

16,500

95,109,217

62

분동세트

200g 세트

필수

분동세트

200g세트

MRS21032

11,000

145

63

빛의 합성 실험장치

무규격

필수

간이빛혼합실험장
치(일체형)

MRS33019

55,000

109,193

64

자유낙하 실험장치

360x250x1800mm

권장

자유낙하실험장치
(원통형)

220X160X1500mm

MRS31116

572,000

109,178

65

속도측정기

랩타임 100초, 저장가능

필수

속도측정기
(Beespi)

60*60*50mm

MRS31109

132,000

110,177

66

오목거울

직경 70mm 이상

필수

오목거울

￠76mm, 대부

MRS33154

16,500

109,217

67

오목렌즈

직경 70mm 이상

필수

오목렌즈

￠76mm, 대부

MRS33155

16,500

95,109,217

68

용수철

지름 1~2cm

필수

용수철(당김용)

10개입

MRS31030

5,500

37,53,166

69

용수철저울

일반형

필수

용수철저울(투명원
형)

100~5000g

MRS31040

8,800

54,95,110,167

70

저항기 세트

10, 20, 50, 100

필수

니크롬선저항기

10Ω, 20Ω, 50Ω,
100Ω

MRS74035

13,200

110,262

71

전류계

디지털, DC 0~199mA, 정밀도
0.5급

필수

직류전류계

디지털형

MRS24023

66,000

111,126,157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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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구종목

규격

필수/권장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전류계

디지털, DC 0~199mA, 정밀도
0.5급

필수

교류전류계

디지털형

MRS24024

88,000

111,126,157

전압계

디지털, DC 0~199.9V, 정밀도
0.5급

필수

직류전압계

디지털형

MRS24025

66,000

111,126,157

전압계

디지털, DC 0~199.9V, 정밀도
0.5급

필수

교류전압계

디지털형

MRS24026

88,000

111,126,157

73

전지끼우개

1.5V~9V

필수

전지끼우개

DM용(4개1조)

MRS36175

5,500

269

74

정전기세트

에보나이트막대, 털가죽

필수

마찰전기실험세트

6종1조

MRS36069

13,200

110,254

직류전원장치(디지
털식 30V)

DC 0~30V,
0~3A

MRS36149

242,000

111,127,265

72

중학교공통

75

직류 전원 장치

DC0~30V 또는 DC0~15V

필수

76

집게달린 전선

15cm

필수

집게달린전선

300mm

MRS36192

1,320

271

77

코일도선자기장실험
기

120x160x33mm

필수

코일도선자기장실
험기

205X145X6mm

MRS36026

52,800

110,250

코일도선자기장실험
기

120x160x33mm

필수

코일자력선실험기
(솔레노이드)

140X120X25mm

MRS36028

44,000

110,250

78

평면거울

직경 70mm 이상

필수

평면거울(스탠드)

￠110X200mm

MRS33147

16,500

94,112,216

79

고무망치

고무, 스테인리스제 손잡이

필수

고무망치(의료용)

200mm

MRS62067

11,000

112,429

80

광학현미경

총배율40~1000배, 접안10~15
배, 대물4~100배, 광원장치포
함

필수

광학현미경

81

광합성 과정 표현 모
형

식물체(뿌리, 줄기, 잎) 포도당,
녹말, 물, 산소, 이산화 탄소 모
형

권장

광합성과정표현모
형

약50cm
분해조립식

82

네프론 모형

분리조립식

필수

네프론모형

83

눈 가리개

무규격

필수

눈가리개(안대)

84

동물체 구성단계 만들
기 모형 세트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모형

권장

동물체구성단계모
형세트

85

모의 가계도 만들기
세트

성별 기호 포함, 자석형태 가능

권장

460~483

MRS74121

55,000

112

MRS74122

88,000

18,112

MRS16009

1,320

33

600X400X100mm

MRS74123

528,000

18,112

모의가계도만들기
세트

200X300mm

MRS74124

6,600

112

86

배설 기관 모형

분리조립식

필수

배설계구조(B형)

240X500X50mm

MRS71075

143,000

96,113,445

87

사람 감각기관 모형

눈, 귀, 코, 피부, 혀(분리조립식)

필수

눈의구조모형(C형)

70X170X240mm

MRS71053

132,000

113,444

사람 감각기관 모형

눈, 귀, 코, 피부, 혀(분리조립식)

필수

귀의구조모형(B형) 300X150X200mm

MRS71062

132,000

113,445

사람 감각기관 모형

눈, 귀, 코, 피부, 혀(분리조립식)

필수

코의구조모형(B형) 300X400X50mm

MRS71059

132,000

113,444

사람 감각기관 모형

눈, 귀, 코, 피부, 혀(분리조립식)

필수

피부구조모형(B형) 360X180X350mm

MRS71089

132,000

113,445

사람 감각기관 모형

눈, 귀, 코, 피부, 혀(분리조립식)

필수

혀의구조모형

180X180X240mm

MRS71060

132,000

113,444

사람 기관 모형

호흡계, 순환계(혈관, 심장), 소
화계, 배설계 모형

필수

호흡기관모형

340X440X120mm

MRS71063

143,000

113,445

사람 기관 모형

호흡계, 순환계(혈관, 심장), 소
화계, 배설계 모형

필수

순환계모형(입체식) 300X850X50mm

MRS71037

176,000

113,442

사람 기관 모형

호흡계, 순환계(혈관, 심장), 소
화계, 배설계 모형

필수

310X790X120mm

MRS71039

187,000

114,442

89

사람 내분비계 모형
카드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 그림

권장

90

사람의 인체 모형

전신

권장

인체전신모형

145cm

MRS71010

550,000

114,439

91

생물 사진 카드

5계 당 3종 이상의 생물 사진카
드 포함

권장

동물카드(VR기능)

185x125mm(동물
50장)

MRS74135

34,100

7,35,57,97

91

생물 사진 카드

5계 당 3종 이상의 생물 사진카
드 포함

권장

식물카드(VR기능)

185x125mm(식물
50장)

MRS74138

34,100

8,42,52,63,97

92

실체현미경

10배~30배

권장

실체현미경

93

안전 면도날

무규격

필수

일반구매

88

119

소화기관모형

460~483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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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목

규격

필수/권장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94

여자, 남자 생식기 모
형

분리조립식

권장

여자생식기구조A
형

300X400X100mm

MRS71104

253,000

114,448

여자, 남자 생식기 모
형

분리조립식

권장

남자생식기구조A
형

300X400X100mm

MRS71101

253,000

114,448

95

영구프레파라트

식물, 동물 체세포 분열 관찰용

필수

영구프레파라트
(100매)

동.식물종합편

MRS64003

275,000

114,434

96

폐 모형 만들기 세트

무규격

권장

미니허파만들기

10인용

MRS93046

17,600

80,504

97

해부기 세트

해부칼, 해부침, 해부가위

필수

해부기(지갑형)

10종1조

MRS62002

36,300

114,423

98

호흡 운동 모형

플라스틱 병, 고무풍선, 고무막
포함

필수

허파실험장치

￠120X180mm

MRS61007

13,200

67,80,114,421

99

건습구 습도계

섭씨:-20~50도 판부

필수

건습구습도계

-20℃~50℃ 판
부

MRS51021

6,600

74,376

100

광물 표본 세트

10종 1조

필수

광물결정구조표본
(10종)

330X150X39mm

MRS54076

77,000

410

101

구름발생 세트

단열변화 구름발생 실험장치

필수

구름발생장치(1인
용)

500ml, 액정온도
계,압축마개

MRS17036

8,800

45,74,98,114

102

달의 위상 변화 실험
세트

조립가능

권장

달위상변화관찰기
만들기

MRS93357

15,400

103

모스경도계

10종 1조

필수

모스굳기계

10종1조

MRS54082

66,000

410

104

방해석 투명 결정

20x30x15mm이상

필수

방해석투명결정

소형
(20X30X15mm)

MRS54135

22,000

416

105

별자리 보기판

회전식 또는 평면식

필수

별자리보기판(신형)

￠240mm

MRS52062

15,400

115,389

106

알루미늄 컵

지름 80x115mm, 흑백2개1조

필수

알루미늄컵

￠80*115mm(흑,
백2개1조)

MRS51076

19,800

115,382

107

고무빨판

지구모형 크기측정용

필수

태양고도측정기(빨
판태양고도팽이)

66X55mm

MRS52032

3,300

89,115,386

108

수은 기압계

무규격

권장

수은기압계

B형(일반형)

MRS6507

880,000

109

쌍안경

배율 10X 이상

필수

쌍안경(포켓용)

배율 10x, 25x

MRS81010

66,000

115,459

110

아네로이드 기압계

지름 140x40mm

필수

아네로이드기압계

￠140X40mm

MRS51041

132,000

100,115,375

111

암석 박편 세트

대표 암석 15종

권장

암석박편

115X85X50mm

MRS54132

132,000

415

암석 박편 세트

대표 암석 15종

권장

광물박편

115X85X50mm

MRS54131

132,000

415

MRS74127

9,900

116

MRS74128

11,000

116

112

우주팽창 실험 세트

조립가능

권장

우주팽창실험세트
(10인용)

113

일식월식 실험 세트

조립가능

권장

일식월식실험세트
(5인용)

114

전선 형성 모형 실험
세트

200x100x100mm(소형) 이상

필수

전선밀도류실험기
(아크릴)

소형
200X100X100mm

MRS51069

44,000

115,381

115

지구내부구조 모형

지구모형 내 부피 측정 가능

권장

지구내부구조모형 ￠320mm(조립식)

MRS52075

165,000

115,407

스탠드형

필수

천구의(500A)

626X626X1,170(￠
500mm)

MRS53044

726,000

396

385X165X50mm

MRS54028

132,000

115,405

MRS53045

217,800

116,396

MRS81006

88,000

459

MRS81001

594,000

456

116

지구본

117

지질도

주변지역 포함

권장

118

지질조사용구 세트

클리노미터, 확대경(루페), 지질
망치 등

권장

지질조사용구세트

119

천구의

520x520x485mm

필수

천구의(500C)

120

천체 관측용 액세서리

릴리즈, T링, 어댑트, 태양필터
등

필수

천체망원경액세서
리

121

천체망원경

배율 70x 이상

필수

굴절망원경

122

천체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무규격

권장

제작준비중

520X520X485mm
(￠330mm)

70S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20

중학교공통

NO

중학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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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권장

추천교구

규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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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23

태양 투영 세트

태양흑점, 일식 관측용

권장

천체망원경액세서
리

태양투영판

MRS81006

308,400

459

124

퇴적암 표본 세트

10종 이상

필수

퇴적암표본(10종)

10개1조

MRS54069

33,000

409

125

투명 반구

지름 21mm 이상

권장

투명반구세트(중고 반구￠210mm, 방
등용)
위판400X400mm

MRS52029

66,000

116,386

126

편광현미경

배율 40~600x

권장

편광현미경

127

풍향풍속계

간이식 또는 디지털식

필수

풍향풍속계(이동용
디지털식)

MRS51005

264,000

116,375

128

풍화 실험 모형 세트

무규격

권장

풍화실험모형세트
(5인용)

MRS74129

11,000

116

129

수온 온도 연직 분포
실험 세트

투명아크릴, 원통 눈금부, 온도
계 홀더 높이 조절식, 온도계

필수

수온의연직분포(원
형)

MRS51074

110,000

116,382

130

화성암 표본 세트

12종 이상

필수

화성암표본ll

15종1조

MRS54073

77,000

409

460~483

131

홈판

12, 24, 96 홈판

필수

홈판(다용도반응판)

6홈판~96홈판

MRS45105

3,300

357

132

가지달린 시험관

22x200mm

필수

가지달린시험관

￠22X200mm

MRS45171

4,400

369

133

분별 깔때기

스킵형 또는 유리코크(100mL
이상)

필수

분별깔대기(스킵
형-백색)

100ml

MRS45195

41,800

368

분별 깔때기

스킵형 또는 유리코크(100mL
이상)

필수

분별깔대기(테크론
콕크-백색)

100ml

MRS46083

60,500

368

134

삼각 플라스크

경질 유리, 100~250mL

필수

삼각플라스크

50ml~1000ml

MRS45152

3,190

365

135

시계 접시

지름 90mm 이상

필수

시계접시

￠90mm

MRS45179

2,640

368

136

실리콘 마개

SSC 실험용

필수

실리콘마개

4호~12호

MRS45137

1,320

361

137

진공실험장치

1000mL

필수

진공실험장치(신형)

1000ml

MRS34081

39,600

46,116,23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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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 측정기 B형
MRS 41018 ........... 44,000원

전도도 측정기 C형
MRS 41019 ........... 22,000원

전해질과 비전해질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실
험장치로 LED바 빛의 수에 따라 이온화 정도
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과 비전해질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실
험장치로 LED바 빛의 수에 따라 이온화 정도
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의 전기전도측정에 사용되며 별도의 조
작없이 바로 담궈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규격

구성

전기 전도성 측정기 본체
110 x 40 x 20mm, 전원 12V건전지

규격
구성
전원

160 x 55 x 23mm, 전원 DC 9V

간이 전도도 측정기(AA 건전지용)
MRS 74045 ............................................. 22,000원

전극길이(70mm x 2EA)
LED표시램프, 전자부저
DC 9V

디지털 온도계(일체형)
MRS 22014

특정 물체의 전도 여부
와 전도율을 LED 불빛
의 수에 의해 전도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간이
전도도 측정기입니다.

<A형>

<B형>

식품 등 내부온도 측정, 관리에 최적인 포켓용 디지탈 온도계, 화씨/섭씨 선택이 가능합니다.
규격
손잡이 직경
전원

구분
A형
규격
150 x 20 x 18mm
측정범위 -40℃ ~ +200℃ (-40℉ ~ +392℉)
가격(원)
55,000

높이 180mm
ø50

AA건전지 2개

B형
160 x 20 x 12mm
-40℃ ~ +300℃ (-40℉ ~ +572℉)
55,000

교육용 정밀 전자저울

교육용 전자저울

MRS 74002

MRS 25001

ㆍ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
습용으로 사용.
ㆍ 견고하고 미려한 디자인으
로 제작
ㆍ 이동이 편리한 디자인.
ㆍ 보호커버 장착으로 보관이
용이
ㆍ 배터리 내장으로 현장에서 사
용이가능,(아답터 별도구매).
ㆍ 간단하여 손쉽게 조작이 가
능하고, 신뢰할수 있는 측정
값 제공.
ㆍ 외부분동 / 교정기능으로 표
준오차 보정.

ㆍ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
습용으로 사용.
ㆍ 견고하고 미려한 디자인으로
제작
ㆍ 이동이 편리한 디자인.
ㆍ 보호커버 장착으로 보관이 용이
ㆍ 배터리 내장으로 현장에서 사
용이가능,(아답터 별도구매).
ㆍ 간단하여 손쉽게 조작이 가능
하고, 신뢰할수 있는 측정값
제공.
ㆍ 외부분동 / 교정기능으로 표
준오차 보정.
모델
최대용량
최소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아크릴 상부
아크릴 하부
표시부
가격

HS-310TS HS-610TS HS-210TT HS-310TT HS-510TT HS-610TT
310g
610g
210g
310g
510g
610g
0.1g
0.1g
0.01g
0.01g
0.01g
0.01g
±0.2g
±0.2g
±0.02g
±0.02g
±0.02g
±0.02g
1s
표준형 (외부분동)
130 x 142 mm / 160×230×60 mm

242,000

264,000

145×135 mm
165×160×30 mm
LCD
319,000
341,000

모델

HS200L

HS400L

HS210A

HS300A

HS410A

HS600A

HS1100A

최대 용량

200g

400g

210g

300g

410g

600g

1100g

최소 표시

0.1g

0.1g

0.01g

0.01g

0.01g

0.01g

0.01g

직선성

±0.2g

±0.2g

±0.02g

±0.02g

±0.02g

±0.03g

±0.03g

407,000

550,000

안정 시간

1s

분동/교정

표준형

계량팬 /
제품사이즈

ø 113mm / 174.5×238×75.8mm

표시부
363,000

396,000

가격

LCD
220,000 242,000 330,000 352,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4,000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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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도도 측정기 A형
MRS 41017 ........... 44,000원

고등학교
토양 산도&수분계
MRS 24036 .......... 330,000원

고등학교

본 제품은 토양중의 PH 및 습도 상태를 측정하는 기
기로서 대지기전식으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
으로 토양중의 PH측정이 가능합니다.(전원 불필요)
몸체는 소형으로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견고합니다.
제품종류
산도계
측정범위 3.5~8ph
측정단위 0.2ph

2018~2019
가스토치(터보형)
MRS 44055 ............. 39,600원

규격

규격

슬릿 조절을 통해 광량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간
이분광기 입니다.

150mm

재질
규격
접안부
슬릿조정부

수분계
0~100%
10%

광원장치(백열전등, 형광등 포함)
MRS 15063 ............................................ 44,000원

구성

100W 광원 장치, 백열 전등 (100W), 형광등 (20W)
스탠드 크기 : 높이 40cm
바닥 지름 : 14.3cm
갓 지름 : 13cm

선스펙트럼광원장치
MRS 33179 .......... 264,000원

간이분광기(눈금,슬릿조절형)
MRS 37036 ............. 36,300원

플라스틱
180X28mm
30mm
90mm

랩버너
MRS 15060 .......................................... 143,000원

점화 방식 성냥이나 라이타 불필요
압력감지안전장치(카트리지가 이상열에 용기내 압력이
안전 장치
상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스를 차단시켜 소화)
사용 용기 부탄가스용기(250g / 120g)
가스 소비량 250g 용기 기준 약 4시간 사용 가능
치수
261mm x 216mm x 122mm (w x l x h)

선스펙트럼 광원(단색광원)
MRS 33180 ..........990,000원

전기포트
MRS 15061 ............. 24.200원

단색광 원소의 광
원을 이용해 제작
되고 분광측정의
기본이 되는 기기
입니다.

기체 방전관으로 원소의 선스펙트럼 분포를 알아
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특히 분광계, 직시분광기를
이용해 원소의 선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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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3종(He, Hg, Ne)
AC 110V / 220V 겸용

본체, 램프소켓,
램프후드, 램프
구 3종(나트륨램프성 Na,
수은램프-Hg,
네온램프-Ne)

규격
구성

220V
1.5L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MRS

드라이기(냉온풍 겸용)
MRS 74116 .............33,000원

실물화상기(UHD1300만화소)
MRS 15064 .......... 630,000원

핫플레이트
MRS 44035 .............66,000원

규격

고등학교

고효율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열기구
입니다.

- 냉, 온풍 겸용
전원

220V

220V, 1KW

항온수조(디지털식)

항온수조(아날로그식)

MRS 44076

구분

MRS 44077

이미지센서
화소수
해상도
반응 속도
포거스 기능
인터페이스
및 전원
줌기능
회전

디지털 PID Controller를 장착하여 정확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Digital GLCD 채용(Back- Light) : 설정 온도, 측정 온도, 타이머 값 등 장비의 상태를 표시
STEP MODE 스위치 채용 : 간편하고 효율적인 Setting Locking
mode 내장. 최대 100시간까지 설정 가능한 디지털 타이머 및 예약
동작 내장. 타이머 종류 및 이상 동작 발생 시 알람 기능, 장비 보호를
위한 과열 방지 기능, 과전류 방지 기능, 센서 에러 감지 기능 내장.

구분
A형
B형

규격
가격(원)
355x325x320mm, 히터 : 1.7KW,
1,320,000
파워: 1.7KW, 전원 : 220V/60Hz
530x330x315mm, 히터 : 2KW,
1,540,000
파워: 2KW, 전원 : 220V/60Hz

가열판 내에 3% 미만의 온도편차를 실현한
최고의 온도균일도 실현. 일정한 가감률에 의
한 온도와 속도변화로 좀 더 정교하고 안정된
제어 가능, 뚜껑을 닫았을 때 최고 100℃까지
가열 가능합니다.
구분
A형
B형

규격
가격(원)
355x325x320mm, 히터 : 1.7KW,
880,000
파워: 1.7KW, 전원 : 220V/60Hz
530x330x315mm, 히터 : 2KW,
1,210,000
파워: 2KW, 전원 : 220V/60Hz

건조기

<아날로그식>

공업용 시료, 초자기구 등의 세척 후 건조 등 용도가 다양한 건조기입니다.

최고온도(MAX) ℃
온도조절기 표시범위
히터
전원, 전압
가격(원)

소프트웨어
제품 크기
및 무게

※ 조달제품으로 할인 판매 불가 상품입니다.

MRS 44079

<전자식>

사용온도범위/온도정도

지원 모드

항온기

MRS 44078

Model
내부규격(WxDxH)
외부규격

동영상 녹화
지원가능
OS
내장 마이크

규격
BC1300L
CMOS Image Sensor
1300만 화소
4196*3120 (UHD)
15~30fps (Max.)
자동/수동 (LLFF 액체렌즈)
USB 2.0, 3.0 (USB방식 전원
공급)
디지털 줌
360˚ 회전 관절 구조 (Stopper
Type 좌ㆍ우 회전)
1080P, 720P, VGA 지원
Windows7, 8, 8.1, 10 (32bit,
64bit)
MIC in
이미지캡쳐, 동영상녹화,
이미지편집, OCR
BESTCAM Basic(IPP, OCR)
접었을 때 크기: 248*225*185mm
/ 무게: 1.75kg

전자식

아날로그식
400 x 300 x 350mm
400 x 390 x 600mm
실내온도
실내온도
+5℃~150℃/±2℃
+5℃~150℃/±5℃
180℃
0~199℃
0~180℃
800W
AC 220V 1∮
1,320,000
1,100,000

시료의 수분제거 및 기구의 건조 등 일정온도로 목적물을 건조시키는데 사
용됩니다. 단열재로 외부와 차단된 금속제 케이스에 전열히터가 장치된 쇼
케이스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한 온도 정온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Model
내부규격(WxDxH)
외부규격
사용온도범위/온도정도
최고온도(MAX) ℃
온도조절기 표시범위
히터
전원, 전압
가격(원)

전자식

아날로그식
300 x 300 x 350mm
300 x 400 x 600mm
실내온도 +5℃~60℃/±1℃ 실내온도 +5℃~60℃/±3℃
60℃
0~99℃
0~110℃
200W
AC 220V 1∮
1,320,000
880,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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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코일자력선실험기(솔레노이드)
MRS 36028 .............44,000원

고등학교

특수표면 처리(엠보싱)되어 철가루가 몰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아 선명한 자력선이 형성됩니다.
규격
구성

140 x 120 x 25mm
스위치 1개, 집게전선 3개, 철가루뿌리개

솔레노이드 코일(A형)
MRS 36140 .............55,000원

2018~2019
쵸크코일
MRS 36201 .............66,000원

MRS 36202 ..............19,800원

전기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구로서 저주파대역의
쵸크코일로서 코일의 인덕턴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구로서 사용되며 무극성
을 사용하여 극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전원

규격

80 x 80 x 190mm, 1.2mm 360회

솔레노이드코일(B형,C형)
MRS 37065 .......각 44,000원

규격

-태양에너지를 전기. 빛. 소리에너지로 변환
-태양광 패널 각도조절 가능

125

태양 전지 실험 당치 - 225 X 150 X 40mm
태양 전지 - Ø115 X 150mm, 3V 170mA
태양 전지 받침대 - Ø125 X 20mm

Ø90 x 48mm
3레인지(16μF 50V, 47μ 50V, 100μ 50V)

자가발전기
MRS 13014 ............. 22,000원

C형

공심보빈에 밀도가작은 코일을 6000회정도
감아 발전력을 높인 코일로 LED 발광이 용이
하다. 막대자석을 이용해 간편하게 발전실험
을 할 수 있다.
Ø26mm x75mm 공심 솔레노이드
B형 : LED연결선 1조, LED(Red) 1개
C형 : LED내장형

태양전지 실험기(간이식)
MRS 11019 .......................................... 154,000원

구성

규격
구성

0/500/1000/2000/3000회
단자 4개
12V

B형
공심 솔레노이드 코일의 내부에 전류천칭을
설치하고 코일 내의 자속과 전류가 받는 힘의
성질이 반발함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자기
장의 힘 측정과 방향을 알아볼 수 있고 자석
등의 자화에도 쓰입니다.

축전기

전기 발전기와 모터를 연구할 수 있는 정밀한 DC발전기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관찰과 램프나 출력 소켓을 연결하여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특징

Ø50 x 160 x 100mm
·1 2 V D C 의 전 력 의 생 산 이 가 능 하 며
7.5V에서 2.3A 전류가 가능합니다.
·출 력의 극성은 모터 핸들의 회전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 렬 이 나 병 렬 연 결 , 전 기 분 해 ,
콘덴서(축전지)의 충전 등과 같이 전기적
현상을 보여 주는데 유용합니다.

태양전지충전기장치
MRS 11022 ......................................... 220,000원

광전지를 이용하여 충전건전지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한 에너지에 대한
응용실험을 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300 X 200 X 130mm
솔라판, 3V 버저, 전동기, 다이오드1개, 충전건전지 2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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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류계

교류전류계

MRS 24023

MRS 24024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DC 0~1999mA 풀스케일
DC 50mA/500mA/5A

가격(원)
66,000
33,000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AC 0~19.99A 풀스케일
정밀도 1.5급, AC 100mA, 1A, 10A

직류전압계

교류전압계

MRS 24025

MRS 24026

가격(원)
88,000
33,000

전류(AC교류)의 크기를 재는 기구로서 디지털 카운터형과 아날로그형
(가동코일형) 2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DC 0~199.9V 풀스케일
DC 3V/15V/30V

가격(원)
66,000
33,000

검류계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AC 0~300V풀스케일
정밀도 1.5급, AC 15V, 250V

스마트 멀티 테스터(디지털)
MRS 10564 ............................................ 66,000원

MRS 24027

전원
크기
및
중량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가격(원)
88,000
33,000

규격
정밀도 0.5급, 규격 : +,-1999μA
정밀도 1.5급, 규격 :500mA

가격(원)
66,000
29,700

●
●
●
●

3V
(LR-44 버튼전지
2개)
65.5 X 125 X
18.3mm,
약 110g(배터리,
케이스 포함)

저항측정
● 직류 / 교류 전압 : 0~450V
직류 / 교류 전류측정 기능 : 200μA / 2000μA, 20mA / 200mA
도통체크 : 50Ω 이하 Buzzer ● 맑고 큰 부저음 ㆍ 다이오드 체크 기능
자동절전 기능
● 데이터 홀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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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AC교류)의 크기를 재는 기구로서 디지털 카운터형과 아날로그형
(가동코일형) 2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018~2019

직류전원장치(바늘지시식 30V)
MRS 36151 ......................................... 220,000원

직류전원장치(디지털식 30V)
MRS 36149 ..........................................242,000원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
장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고등학교

입력

출력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30V
0~3A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장
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입력
출력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30V 0~3A

풍력발전기세트(LED)
MRS 74302 .............33,000원

풍력발전기만들기키트(수평축)
MRS 74207 .............66,000원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여
LED 전구에 불을 켜보는 풍력발전기 세트입니
다. 아래쪽에 간이 전류계가 부착되어 생산된
전기의 양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전환하여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이
46cm(조힙완료시)
날개길이 36cm

DNA 분자모델키트
MRS 46026 ............121,000원

RNA 및 DNA의 뉴클레오티드의 기본 성분의
분자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립 분해가
용이하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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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별매

회전날개, 허브, 풍력 전달 장치,
발전기, 구조물
응용실험장치 : 22,000원

DNA 이중나선구조 입체모형
MRS 42086 .............44,000원

ㆍ 완전조립형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조립을 해 봄으로써 생명과
학의 기초가 되는 DNA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ㆍ 플라스틱재질로 상품파손이 거의 없습니다.(반영구적)
ㆍ 조립분해가 용이 조립후 장식용으로 활용됩니다.
ㆍ 6가지 칼라로 색과 기호의 표현을 적절히 구분했습니다.
제품규격
Box규격
재질

125 x 125 x 350mm
350 x 250 x 27mm
폴라스틱(ABS) 스텐레스봉

풍력발전기
MRS 12012 ..............14,300원

풍력으로 날개를 돌려 생기는 힘으로 풍력발
전을 하고,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전
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날개, 네오디움 자석, 유도자극,
유도코일, 샤프트, 헤드, 작업대,
기둥, 받침대 LED

미니 DNA 분자모형키트 B형
MRS 15066 .............99,000원

DNA구성 요소인 5탄당과 인산과 4개의 염기
(타민, 아데민, 구아닌, 시토신)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규격

120X120X43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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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부터 RNA, 단백질 합성 퍼즐세트(학생용)
MRS 15068 ............................................ 88,000원

DNA와 유전자의 형질 발
현을 모형을 이용하여 학
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학
습 자료이다. 모형은 추상
적 내용을 가시화함으로써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학
습자가 직접 활동할 수 있
게 하여 학습 동기 유발이
나 개념 습득에 유리하다.
뒷면에 자석이 붙어 있어
칠판에 붙여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용과 완전
히 똑같습니다. 다만 자석
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
다. 수업에서 최상의 효과
를 내실 수 있습니다.

DNA와 유전자의 형질 발현을 모형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학습 자
료이다. 모형은 추상적 내용을 가시화함으로써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학습자가
직접 활동할 수 있게 하여 학습 동기 유발이나 개념 습득에 유리하다.

PH메타(HI 8414)
MRS 41090 .......... 484,000원

PH메타(HI 8014)
MRS 41091 .......... 484,000원

PH측정기(휴대용)
MRS 41092 ........... 110,000원

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수동온도보정
으로 ｐＨ을 측정합니다. 9V 건전지.

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수동온도보정
으로 ｐＨ을 측정합니다. 9V 건전지.

PH측정기를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PH7에 맞추어 놓고 용
액에 기기를 담가서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인 것을 디지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185 x 82 x 45mm, PH
0~14±0.01PH

PH메타(정밀형)
MRS 41093 .......... 330,000원

규격

185 x 42 x 26mm, PH
0~14±0.02PH

PH미터(온도겸용)
MRS 46017 .......... 396,000원

규격

PH 0~140±0.1PH

혈당계(디지털)
MRS 74117 ........... 110,000원

PH와 온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다. 최대값/최소값/HOLD기능, PH측정범위
0.00~14.00PJ 실용적으로 디자인된 휴대용 PH
미터, 가격대비 최적의PH, 온도측정값을 제동한다.
휴대용이며 테이블 거치용 스탠드와 표준용
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격
110 x 62 x 25mm, 0~14PH
분해능력 0.01PH, DC 9V

사양
TEMP
규격
전원

측정범위 0.00~14.00PH/분해능
0.01PH/정확도 ±0.01PH ±1digit
측정범위 -10~60도/분해능
0.1도/정확도±0.1도, ±1digit
156 x 66 x 33mm
9V 배터리 1개

혈당 수치를 자동코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디
지털 화면으로 나타냅니다. ISO 인증기관으로
부터 강화된 국제기준의 정확도를 인정 받은
제품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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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부터 RNA, 단백질 합성 퍼즐세트(교사용)
MRS 15067 .......................................... 154,000원

고등학교
LED 조명확대경(보급형)
MRS 15069 ............................................ 44,000원

고등학교

총높이
자바라 길이
지지대

360mm
150mm
165x170mm

RNA 모형모델키트
MRS 15071 .......................................... 165,000원

옵션

제품구성

결합된 아미노산은 인접 아미노산에 대한펩타이드 링크를
형성하고 그 후에 단백질의 폴리 펩타이드 기질을 형성한다.
이것은 단백질 합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코돈 : DNA를 전사하는 mRNA의 3염기 조합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 RNA의 당은 리보스
우라실6, 아데닌6, 구아닌6, 시토신6, 리보스12, 인산12,
tRNA4, 아미노산 단위4

2018~2019
LED 조명확대경(고급형)
MRS 15070 ............................................ 66,000원

8배율의 확대경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확대경의 테두리에 30개의 LED소
자가 달려있어 생물을 확대 관찰하는데 용이한 LED 조명확대경입니다.
확대 경부 외경
헨즈

138mm
86mm

RNA 모델키트(Molymode)
MRS 74118 .......................................... 132,000원

RNA와 DNA의 구조적 차이점과 전사와 해독, 단백질 합성과정을 설명하
는데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4개의 taRAN 조각, 4개의 아미노산 조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테트라펩타이트의 합성과정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마이크로피펫(보급형)
MRS 74289 .................................... 각 198,000원

마이크로피펫세트
MRS 13050 ......................................... 990,000원

액체의 일정량을 가하거나 꺼낼 때 사용한다.
정해진 양(조절가능)을 연속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함.
★측정할 액체의 부피 측정 눈금부(조절가능). 원터치 팁 분리가능. 멸
균가능제품(121℃ 멸균 세척가능). 단위 ㎕ :마이크로미터
A형
용량 : 0.5~10㎕, 사용 가능 팁 : 10 white
C형
용량 : 20~200㎕, 사용 가능 팁 : 100 yellow
D형
용량 : 1001,000㎕, 사용 가능 팁 : 1,000 blue

PIPETMAN 3종류 : P20 (2~20μL), P200 (50~200μL), P1000 (200~1000μL)
DIAMOND TIP 2종류 : D200 (2~200μL), D1000 (100~1000μL)
SINGLE HANGER (피펫걸이) 3개
COLORIS CLIPS (제품, 이름표기용) 10개
GILSON 피펫팅 가이드북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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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젠가세트
MRS 12939 ............................................ 24,200원

초고속미러링
MRS 74119 ............................................ 66,000원

-생물 젠가 놀이를 통해 생
태계의 소중함을 학습니다.
옵션
규격

젠가블럭 54P,
생물스티커 60종,
케이스포함
75 X 15 X 25mm

※ 케이스별매 : 3,850원

스마트폰, 테블릿 화면을 대화면의 TV, 모니터, 빔프로젝터 등에 무
선으로 화면을 전송하는 제품입니다. Windows 10OS, IOS Air Play,
Andriod Miracast등
HDMI M/F연장케이블, 전원공급용 USB 케이블,
미라캐스트 무선동글 기기, 설명서

구성

자연선택과 내성세균 모의실험세트
MRS 13024
- 질병에 걸렸을때 질병유발 박태리아와 항생재 효과를 모의 실험을 통해 알아봅니다.
- <옵션 6인용, 한 학급용>
※키트 사용 : 32명
※그룹 별 그룹 수 최대 16개
※50분 정도 시간 소요

구성
교사 지침서
학생 워크시트 및 가이드
파란색 칩
노란색 칩
빨간색 칩
숫자 주사위
박테리아 그래프 샘플 1
박테리아 그래프 샘플 2
가격

학급형
1
32
320
240
240
16
1
1
154,000원

6인용
1
6
60
45
45
3
1
1
33,000원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MRS 13020 ............................................................................................................................................ 220,000원
-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구 온난화 등 우리 기후에 우
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주제별로 학습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시청각 교재가 주제별로 구분되어 수업이 용이하고 직관적
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 주제별 : 기후변화의 원인, 지구의 경사면, 열대 지방이 발생하는
이유, 기후와 동물의 상호 작용, 지구온난화, 오존 감소와 오존층
회복
구성

기후변화시뮬레이션CD, 한글메뉴얼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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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분자모형(봉결합식)
MRS 42019 ...........99,000원

LED 꼬마전구
MRS 36183

분자구조모형 조립세트(336점)
MRS 42006 ......... 143,000원
주로 유기화합물분자에 대해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입체배치와 원자간의 결합상태를 이해하는데 이용됩니다. 원
자간의 결합모양은 Open형과 Space-fil ing형이 있습니다. 쌍
방이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봉결합, 직결합)
■ 고리 : 3종

고등학교

고리
짧은 고리
중간 고리
긴고리

색
회색
회색
회색

수량
78
78
30

■ 원자구 : 10종

매우 밝으며 기존 소켓에도 사용가능한 LED 꼬마 전구입니다.
규격
10개입, 1.5V
10개입, 3V

가격(원)
16,500
16,500

봉결합은 연결봉의 길이에 비례하여 원자의
배치와 결합상태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쉽
게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원자구
수소 H
탄소 C
산소 C
질소 N
유황 S
인P
할로겐
금속

340 x 270 x 110mm

색
백
흑
적
청
청
황
황
자
녹
회

각도
1
4(109도)
2(105도)
3(107도)
4(109도)
4(109도)
6(90도)
4(109도)
1
1

수량
60
36
18
9
3
3
3
3
12
3

㈜구멍의 수는 원자가에 상당하며 각도 결합각에 상당함.

연료전지(리버시블 타입)
MRS 15072 ........... 132,000원

물의 전기분해와 연료전지의 양방의 기능을 가진 리버시블 타입의
전지 입니다. 물의 전기분해전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체고분자막을
사용하고, 순수(정제수)를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생성합니다.
전극 면적 : 25x25mm,
연료전지출력 : DC 0.6V/300mW,
규격
물의전기분해 : 수소발생량 - 10ml/min,
전원 : DC 3V, 대응튜브 : 내경 Φ2mm

원소주기율표
MRS 42077 ............. 77,000원

원소의 장주기형 주기율표로 제작, 원자번호,
원자량, 원자부피, 원자결합, 반지름, 결정구
조 및 금속성분류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규격

규격

800 x 600mm

판넬용, 800 x 550mm

전기분해장치(일체형)
MRS 41001 ......................................... 165,000원
실용신안 출원중

원소주기율표 롤포스터
MRS 15073 .............66,000원

전기분해장치(간이식)
MRS 41002 .......................................... 121,000원

물을 전기 분해하여 2:1로 포집
된 수소와 산소의 비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포집된 수소
와 산소의 연소실험이 가능합니
다. 강도가 좋은 신재 플라스틱
을 사용했으며 파손의 위험이 없
고 DC12V와 AC220V 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규격

170 x 210 x 320mm

물은 수소분자 2개와 산소분자 1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물을 전기분해
하면 (+)극에서는 수소와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2:1로 발생됩니다. 발
생된 두 기체의 성질을 비교실험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기가 간편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백금전극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안에 많은 양의 기체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발생된 두 기체에 연소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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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관(5종)
MRS 36105 .............. 330,000원

스펙트럼관(6종)
MRS 36105 .......... 396,000원

스펙트럼관 전원장치
MRS 36106 .......... 363,000원
고전압 전원 내장으
로 바로 사용가능
※ 스펙트럼관 전용
규격
전원

규격
구성

고등학교

전원장치로는 유도코일 사용 가능합니다.
※ 지지대 별매 (가격 44,000원)

118 x 355 x 75mm
AC 220V60Hz

전원장치로는 유도코일 사용 가능합니다.
※ 지지대 별매 (가격 44,000원)

15 x 200mm
5종(네온, 헬륨, 알곤, 수소, 질소) 1조

구성

6종(네온, 헬륨, 알곤, 수소, 질소, 수은) 1조

크룩스관
MRS 36107 	���������������������������������������������������������������������������� 374,000원

동시낙하 실험장치
MRS 31118 ........... 176,000원

[실험내용]
1. 회전차 : 양극선이 물체에 충돌하면서 힘을 미치게
하는 것을 관찰 합니다.
2. 십자관 : 양극선이 직진하는 것과 발광작용을 관찰
합니다.
3. 형광판 : 양극선이 크룩스관 내부의 슬릿을 통과하
여 (슬릿판) 빛의 직진상태를 관찰하고 자기력선에
반응을 실험, 형광물질에 부딪친 전자선의 반응들
을 실험·관찰 합니다.
특징

3종(회전자, +자판, 슬릿판) 1조, 지지대부,
상자입

진공처리된 유리관 내부에 양판과 음판을 설치하고 유도코일을 사용하여 고압의 DC전원을 가해
빛의 성질, 자기력의 영향, 전자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 등을 실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자외선등
MRS 33097 ........... 132,000원

교반기(가열자석식)
MRS 44064 .......... 330,000원

규격
구성

4,000Å 파장대역의 빛을 발생하여 광물의
원소형광물질 등의 분포 등을 알아보는 기기
입니다.
규격

300 x 150 x 210mm

낙하장치 140 x 50 x 200mm
낙하장치, 합성수지구슬
Ø25mm 2개, 길이측정 줄자
부착, 지지대 Ø15 x 1,000mm
1개, 쇠구슬 받침대 1개

두가지 이상의 혼합물을 이상적으로 희석시
키는 기구로 액체속에 마그네틱바를 침전시
켜 사용하는 가열자석식 교반기입니다.
규격

220V, 0~2,000RP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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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대
MRS 33057

고등학교

볼록거울, 오목거울, 볼록렌즈, 오목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을 관찰하고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초점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A형
B형
C형

규격
1,200mm 눈금자 부착, 기본 부속품
1,500mm 눈금자 부착, 기본 부속품
1,500mm 눈금자 부착, 기본 부속품 및 추가 부속품, 편광판 2조, 편광게이트 1개

슬릿세트

가격(원)
154,000
275,000
374,000

주항경사 실험장치
MRS 54025 ...........................................110,000원

MRS 33063
레이저 광학
실험 및 일반
광학 실험에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도
록 세트화하
였습니다.

실용신안 출원중

주향경사 측정기는 지층의 주
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기구로
서 주향경사 측정기판에 지층
으로 가정한 물체를 얹어 놓고
주향경사 측정기를 회전시키
고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물
체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합니
다.
규격

구분
A형
B형

규격
단슬릿 2개(0.1mm, 0.2mm), 복슬릿 2개(0.1mm, 0.2mm),
멀티슬릿 3개(0.1mm, 0.2mm, 0.4mm), 핀홀 2개(0.1mm, 0.2mm),
색필터 4색(적,청,황,녹색) 16개 1조
단슬릿 2개(0.1mm, 0.2mm), 복슬릿 2개(0.1mm, 0.2mm),
2개 1조 가격

220 x 170 x 200mm

가격(원)
71,500
16,500

오실로스코프(20MHz)
MRS 36159 ......................................... 990,000원

단진동 실험장치
MRS 31042 ............................................. 71,500원
실용신안 출원중

교류성분의 신호를 관차가는 기기로 2가지의 관측이 동시에 가능
한 2형상 방식입니다. 수평측과 수직측에 확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측정 신호에 섞여있는 다른 신호원의 관측이 가능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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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전원 AC 115/230V, 수직감도 5mV, 최대입력 400V,
수평소인 10배 확대 기능, 안정적인 TV 신호관찰을 위한 TV
동기 분리회로, 6인치 내부눈금 4각 브락운관 채택

스탠드에 용수철을 설치하고 추를 걸어 용수철의 복원력에 의한 단진
동 실험으로 역학에너지의 보존법칙을 알아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 스탠드 별매 가격: 26,400원)
구성

500g, 100g 추 각 1개, (스프링용)거치대 1개, 접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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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마찰실험장치(에어트랙)
MRS 31106 	�������������������������������������������������������������� 858,000원(포토게이트 타이머 별매 : 440,000원)
마찰이 없는 상태(무마찰)에서 역학 실험, 주기운동 실험, 등속 및
등가속실험, 운동량 보존실험 등을 실험하는 기구입니다.
※ 트랙 위에 아주 많은 작은 구멍을 통해 고압의 압축 공기를 배출
시켜 활주체(글라이더)를 공중에 띄운 상태로 운동 함
※ 실험 내용 : 1. 속도측정, 2.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한 가속도 측정,
3. 중력 가속도 측정, 4. 운동량 보존(그림 3참조),
5. 역학적 에너지 보존(그림 4참조)

초시계
광센서
전원
측정범위
구성

레이저 발생장치(가스)
MRS 33061 ......................................... 880,000원

교육용으로 레이저광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빛의 직진, 굴절, 반
사실험, 단색광의 회절, 간섭 실험입니다.
규격

2mW He-Ne

금속박 검전기
MRS 36068 ..............13,200원

검전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구로 금속판에 부착된 주석박판
의 발을 이용하여 대전되는 전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Ø95 x 150mm
검전병 1개(주석박부), 발전판 1개

고등학교

규격
활주 기능 범위
구성

1,650 x 90 x 120mm
L=150mm, 500g≤M≤800g
송풍량 조절 송풍기, 기타 부속품 세트
포토게이트 타이머
디지털, 1/1000, 칩 메모리별매:99,000원
154,000원
AC 220V
0.001~99.9초
광센서 2개 1조, 리드선부

분자원자오비탈궤도식(6종 172점)
MRS 12225 ...........................................110,000원

원자 주위의 전자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
학적인 함수를 사용하여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분포 하는 확률을 나타냅니다.
규격

궤도원자(흰색) 55개, 궤도원자(검정) 5가지 각도
19개, 전자구름(연보랑) 14개, 전자구름(보라(14개),
체결봉(연회색) 55개, 체결봉(투명) 15개

오비탈 궤도식 모형(24종 368점)
MRS 42031 	��������������������������������������������������������������������������198,000원
명칭
탄소
탄소
수소
수소(캡식)
염소
염소
산소
산소
황
황
황
질소
질소
금속
금속
인
궤도
궤도
오비탈
체결봉(소)
체결봉(중)
체결봉(대)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볼
C
C
H
H
CI
CI
O
O
S
S
S
N
N
Metal
Metal
P
Orbital
Orbital

색상
검정
검정
백색
백색
초록
초록
빨강
빨강
노랑
노랑
노랑
파랑
파랑
회색
회색
보라
분홍
보라
회색
회색
회색
회색

구멍수
4구
5구
1구
1구
1구
4구
2구
4구
2구
4구
6구
4구
5구
1구
2구
4구

고등학교

수량
16
6
50
16
8
2
8
4
2
6
2
4
2
6
2
2
6
6
10
70
70
7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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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구 및 기자재 보유 필요 예산(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대비)
교구종목

MBL 센서 세트

규격

권장량
필
수/
13학
권 1-12 해 급이
장 학급 당 상

온도, 운동, 산소, 조도센서,
권장
전류계, 전압계, 소리 등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2,200,000

2

8

1

16

중고등무선MBL실험세트

MRS74256
MRS

고등학교공통

MBL인터페이스

MBL용

권장

8

1

16

MBL시리즈

1~5

간이 전기 전도계

1.5V DM 건전지용

권장

8

1

16

전도도측정기A형

110X40X20mm

MRS41017

44,000

107,122,282

간이 전기 전도계

1.5V DM 건전지용

권장

8

1

16

전도도측정기B형

160X55X23mm

MRS41018

44,000

122,282

간이 전기 전도계

1.5V DM 건전지용

권장

8

1

16

전도도측정기C형

DC 9V

MRS41019

22,000

107,122,282

디지털온도계

일체형, -40℃~150℃

필수

16

1

32

디지털온도계(일체형)

A형

MRS22014

55,000

107,122,148

전자저울

최대용량 200g, 최소표시
0.01g

권장

8

1

16

교육용정밀전자저울

HS-210TT

MRS25001

319,000

122,142

토양산도계

ph 3.5~8, 0.2ph

권장

16

1

32

토양산도&수분계

산도:3.5~8PH,수
MRS24036
분:0~100%

330,000

123,159

6홈판

유리 또는 PVC

필수

8

1

16

홈판(다용도 반응판)

6홈판

MRS45015

3,300

357

가스 토치

155×42×225㎜

권장

8

1

16

가스토치(터보형)

150mm

MRS44055

39,600

123,328

간이 분광기

슬릿간격 조절, 눈금 표시

필수

32

1

64

간이분광기(눈금,슬릿조절
형)

180X28mm

MRS37036

33,000

123,221

광원장치

형광등, 백열전등 포함

필수

8

1

16

광원장치(백열전등,형광등포
함)

143X400mm

MRS15063

44,000

123

깔대기

유리 또는 PVC

필수

16

1

32

깔대기(유리)

75mm

MRS45164

3,850

368

깔대기홀더

목재 또는 철재

필수

8

1

16

깔대기대

목재(2본용,
MRS43066
300X100X400mm)

22,000

318

눈금실린더

경질유리, 10~1000mL

필수

16

1

32

메스실린더

100mm

MRS45186

9,350

372

랩버너

261×216×122㎜

권장

8

1

16

랩버너

261X216X122mm

MRS15060

143,000

123

막자사발

막자포함

필수

16

1

32

막자사발

120mm

MRS45125

19,800

360

모종삽

철제

권장

16

1

16

모종삽

75x230mm

MRS62046

2,200

44,51,430

보안경

안전용(안경식)

필수

32

1

64

보안경(안경식)

MRS45016

11,000

101,343

비커

경질유리, 50~1000mL

필수

16

1

32

비이커

100mm

MRS45148

2,860

364

삼각플라스크

경질유리, 50~1000mL

필수

32

1

64

삼각플라스크

100mm

MRS45152

3,190

365

삼각플라스크

250mL

필수

16

1

32

삼각플라스크

250mm

MRS45152

4,620

365

MRS33179

264,000

123,219

MRS45187

2,640

371

선스펙트럼 광원
장치

He, Ne, Ar 램프(3종)

권장

1

1

2

선스펙트럼광원장치

AC 110V / 220V
겸용

스포이트

유리, 5∼10mm

필수

16

1

32

스포이드

5mm

시험관

유리

필수

24

1

48

시험관

22X200mm

MRS45172

726

369

시험관 집게

목재 또는 철재

필수

8

1

16

시험관집게

목제

MRS44046

3,300

330

시험관대

목재 또는 철재

필수

8

1

16

시험관대(목제)

6구

MRS43036

13,200

313

실리콘 마개

10호

필수

16

1

32

실리콘마개

10호

MRS45137

3,300

361

약숟가락

스테인레스강제

필수

8

1

16

약숟가락

180mm,스테인리
스

MRS45069

1,650

352

유리막대

φ5mm, 200∼300mm

필수

16

1

32

유리막대

Φ6x200mm

MRS45197

1,210

369

전기포터

AC220V, 1.5L

권장

1

1

2

전기포트

220v

MRS15061

24,200

123

핫플레이트

필수

8

1

8

핫플레이트

220v1kw

MRS44035

66,000

109,124,328

지지대150×200×20mm,
지주 φ12×600mm이상, 클 필수
램프, 홀더, 링 3조 포함

8

1

16

철제스탠드세트

Φ12X600mm

MRS43101

44,000

53,322

전열기
철제 스탠드 세
트
커터 칼

무규격

필수

8

1

16

"일반 구매 제품"

페트리접시

경질유리

필수

8

1

16

샬레(유리)

90mm

MRS45178

4,400

56,368

핀셋

스테인레스강제

필수

16

1

32

핀셋

140mm,스테인리
스

MRS45061

1,650

425

헤어드라이어

AC 220V, 냉온풍 겸용

권장

16

1

16

드라이기(냉온품,겸용)

220V

MRS74116

33,000

94,124

홈판

6, 12 홈판

필수

16

1

32

홈판(다용도 반응판)

12홈판

MRS45105

3,30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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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목

규격

고압 멸균기

460×630×1120 mm

비디오 카메라

실물화상기
컴퓨터

추천교구

권장

1

1

1

"일반 구매 제품"

Full-HD급, 무선통신, 모션
권장
샷비디오 또는 촬영

8

1

8

"일반 구매 제품"

1

1

1

"일반 구매 제품"

5,000안시

권장
권장

1

1

1

실물화상기(UHD1300만화
소)

쿼드코어 이상(노트북, 데스
권장
크 탑)

8

1

8

"일반 구매 제품"

1,300만 화소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접었을때 크
기:248x225x185mm

MRS15064

630,000

109,124

전자식,0~99˚C MRS44079

1,320,000

124,333

태블릿 PC

무규격

권장

8

1

8

"일반 구매 제품"

항온기

20~90℃, ≤±0.1

권장

1

1

1

항온기

네오디윰자석

φ20mm이상

필수

8

1

16

네오디움(ND)자석

20 x 5T

MRS35017

4,400

95,239

손 발전기

152×110×40 mm

권장

16

1

32

자가발전기

Φ
50X160X100mm

MRS13014

22,000

125,278

솔레노이드

140×120×25 mm

필수

8

1

16

솔레노이드코일(A형)

80x80x190mm,360
회

MRS36140

55,000

125,264

솔레노이드

140×120×25 mm

필수

8

1

16

솔레노이드코일(B형)

LED연결선1
조,LED(red)1개

MRS37065

44,000

125,264

솔레노이드

140×120×25 mm

필수

8

1

16

솔레노이드코일(C형)

led내장형

MRS37065

44,000

125,264

쇠구슬

φ10mm이상

권장

16

1

32

쇠구슬

10mm

MRS31026

4,400

165

MRS86010

38,500

546

고등학교공통

빔프로젝트

권장량
필
수/
13학
권 1-12 해 급이
장 학급 당 상

필수

8

1

16

에나멜선

0.3mm,0.5mm,1mm
중 선택

전류계

디지털, DC 0~199mA, 정
필수
밀도 0.5급

16

1

32

직류전류계

디지털, DC
0~199mA, 정밀
도 0.5급

MRS24023

66,000

111,126,157

전압계

디지털, DC 0~199.9V, 정
필수
밀도 0.5급

16

1

32

직류전압계

디지털, DC
0~199.9V, 정밀
도 0.5급

MRS24025

66,000

111,126,157

전지끼우개

1.5V DM 건전지용, 4개 1조 필수

16

1

32

전지끼우개(DM용)

1.5V DM 건전지
용, 4개1조

MRS36175

5,500

269

필수

40

1

80

잡개달린전선

300mm,

MRS36192

1,320

271

태양전지3V, 170mA, 각도
태양전지 실험세
조절 장치부, 모터, 꼬마전 필수
트
구, 버저

16

1

32

태양전지실험기(간이식)

225X150X40mm

MRS11019

154,000

125,274

태양전지 충전기 태양전지 셀, 전지홀더, 각
권장
장치
도 조절기

16

1

32

태양전지충전기장치

300x200x130mm

MRS11022

220,000

125

풍력 발전기 세
트

LED 표시

권장

16

1

32

풍력발전기세트(LED용)

MRS74302

33,000

127

전동기

태양전지판용

필수

8

1

16

전동기(소형모터)

C형(태양전지판
용)

MRS36181

3,300

269

6홈판

에나멜선

집게달린 전선

0.3~1 mm

흑, 적 2개 1조

12홈판

유리 또는 PVC

필수

16

1

32

홈판(다용도 반응판)

DNA모형세트

분해조립식

필수

16

1

32

DNA분자모델키트

DNA모형세트

분해조립식

필수

16

1

32

DNA모형세트

분해조립식

필수

16

1

32

tRNA 모형, 리보오스 모형,
DNA부터 단백질
디옥시리보오스 모형, 리보 권장
합성 퍼즐 세트
오솜 모형

8

1

16

tRNA 모형, 리보오스 모형,
DNA부터 단백질
디옥시리보오스 모형, 리보 권장
합성 퍼즐 세트
오솜 모형

8

1

16

LED조명 확대경

16

1

LED조명 확대경

LED 조명, 스탠드형, 8배
LED 조명, 스탠드형, 8배

필수
필수

16

1

MRS45105

3,300

357

MRS46026

121,000

127,303

DNA이중나선구조 입체모형 125X125X350mm MRS42086

44,000

127,303

미니DNA분자모형키트B형

MRS15066

99,000

127

DNA부터RNA,단백질합성퍼
즐세트(교사용)

MRS15067

154,000

128

DNA부터RNA,단백질합성퍼
즐세트(학생용)

MRS15068

88,000

128

32

LED조명 확대경-보급형

MRS15069

44,000

129

32

LED조명 확대경(3배,8배)고급형

MRS15070

66,000

129

120X120X43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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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목

규격

pH미터

휴대용

권장량
필
수/
13학
권 1-12 해 급이
장 학급 당 상

추천교구

규격

코드

금액

페이지

약150~30mm

MRS41092

110,000

128,292

고등학교공통

권장

8

1

16

PH측정기(휴대용)

RNA모델 세트

단백질 합성 키트, 모형
(U, A, G, C, 리보스, 인산, 권장
tRNA, 아미노산) 포함

8

1

16

RNA모형모델키트

MRS15071

165,000

129

RNA모델 세트

단백질 합성 키트, 모형
(U, A, G, C, 리보스, 인산, 권장
tRNA, 아미노산) 포함

8

1

16

RNA모델키트(Molymode)

MRS74118

132,000

129

광학현미경

총배율40~1000배, 접안
10~15배, 대물4~100배,
광원장치포함

16

1

32

광학현미경

마이크로 피셋
세트

0.1μl, 10μl, 100μl, 500μl,
1000μl

마이크로 피셋
세트

0.1μl, 10μl, 100μl, 500μl,
1000μl

권장

8

1

16

생물다양성 젠가
세트

생물 그림과 이름이 있는
젠가

권장

8

1

어항, 원생생물, 조류,한천
흙, 밀씨, ph종이, 티모시 권장
건초, 아크릴 물감(검정), 붓

8

권장

필수

권장

8

1

16

마이크로피펫세트

460~483
2~20ul,50~200
ul,200~1,000ul,2
MRS13050
~200ul,100~1,0
00ul

990,000

129

마이크로피펫(보급형)

A형:용
량:0.5~10ul,C
형:20~200ul,D
형:100~1,000ul

MRS74289

198,000

129,362

16

생물다양성젠가

54PCS,
75x15x25mm

MRS12939

24,200

130

1

16

"일반 구매 제품"

8

1

16

자연선택과내성세균모의실
험세트

학급형

MRS13024

154,000

130

자연선택과 내성
세균 모의실험 주사위, 세균 모형, 배경지 권장
세트

8

1

16

자연선택과내성세균모의실
험세트

6인용

MRS13024

33,000

130

기후변화 시뮬레
이션 소프트웨어

CD

권장

8

1

16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소프트 기후변화시뮬레이
MRS13020
웨어
션CD,한글메뉴얼

220,000

130

화석표본

10종1조

권장

1

1

2

연못만들기 세트
자연선택과 내성
세균 모의실험 세
트

주사위, 세균 모형, 배경지

화석표본I

10종1조

MRS54095

88,000

412

MRS36183

16,500

131,270

MRS42019

99,000

131,297

MRS42006

143,000

131,295

LED꼬마전구

1.5V 또는 3V

권장

40

1

60

LED꼬마전구

10개입(1.5V),10개
입(3V)

"분자구조모형
조립 세트"

봉결합식

필수

8

1

16

분자구조모형(봉결합식)

340x270x110mm

"분자구조모형
조립 세트"

봉결합식

필수

8

1

16

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336
점)

뷰렛

유리 또는 테프
론,10~50mL

권장

8

1

16

뷰렛(백색-유리)

25ml

MRS45180

33,000

371

뷰렛

유리 또는 테프
론,10~50mL

권장

8

1

16

뷰렛(백색-테프론)

25ml

MRS46090

66,000

371

뷰렛클램프

φ3-18mm, 2본용

권장

8

1

6

뷰렛클램프

사용범위
3~18mm,2본용

MRS43114

17,600

74,324

연료전지판

50×123×50mm

권장

16

1

32

연료전지(리버시블 타입)

185x82x45mm

MRS15072

132,000

131

전기분해 실험장
치

일체형 또는 간이식

필수

8

1

16

전기분해장치(일체형)

170x210x320mm

MRS41001

165,000

131,279

전기분해 실험장
치

일체형 또는 간이식

필수

8

1

16

전기분해장치(간이식)

90X70X140mm

MRS41002

121,000

131,279

주기율표

포스터

필수

1

1

1

원소주기율표 롤포스터

800X600mm

MRS15073

66,000

131

MRS42077

77,000

131,306

137

주기율표

포스터

필수

1

1

1

원소주기율표

판넬
용,800X550mm

피펫

경질 유리, 2mL~50mL

필수

8

1

16

메스피펫

25mm

MRS45184

9,900

372

피펫필러

스포이드식

필수

8

1

16

피펫필러

스포이드식

MRS45144

8,800

363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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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용 전자저울
MRS 74000
NX-210S

NX-310S

NX-410S

NX-510S

NX-610S

최대 용량

200g

300g

400g

500g

600g

최소 표시

0.01g

재현성

0.02g

직선성

±0.02g

안정 시간

3s

계량팬

ø 115 mm

디스플레이

LCD

분동/교정

표준형 (외부분동)

센서방식

Loadcell

사용온도

+10° ~ +40 °C

크기

180 × 230 × 60 mm

제품중량

약 2.6kg

전원 공급
장치

AC/DC 전기 동시 사용가능 (충전베터리 OPTION)
330,000

교육용 정밀 전자저울
MRS 21002

385,000

407,000

418,000

교육용 정밀 전자저울
MRS 21003

ㆍ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습용으로 사용.
ㆍ 밝은 Back-Light Display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숫자의 단위를
정확하게 판독
ㆍ 크고 선명한 대형 LCD (5자리의 높이 30mm)
ㆍ Over-load/Low 배터리 표시
ㆍ 대형 스테인리스짐판(0.1g) 사각형 모양으로 구성.
ㆍ 자동 영점기능, 고정밀도 로드셀 장착.
ㆍ 1.5V × 2AA 배터리(포함) / 어댑터 사용도 가능(Option)
모델명
최대 용량
최소 표시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가격(원)

352,000

무게

가격

계측기

ㆍ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저울의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음.
ㆍ 측정시 빠른 응답과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
ㆍ 한글 키패드로 인해 작동법이 쉬움.
ㆍ 크고 선명한 LCD Display
ㆍ RS-232C 표준내장
ㆍ 자동보정 및 자동영점 기능.
ㆍ 다양한 계량 단위(g, %, pcs)
ㆍ 충전베터리 장착(OPTION)

MODEL

HS2201R
2200g
0.1g

HS4201R
HS5201R
4200g
5200g
0.1g
0.1g
표준형 (외부분동)
약 135×146mm / 227.4×171.9×42mm
LCD
396,000
440,000
495,000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습용으로 사용.
빠른 처리시간을 자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제공.
크고 선명한 대형 LCD (5자리의 높이 30mm)
Over-load/Low 배터리 표시
자동 백라이트 기능 및 자동 영점기능.
고정밀도 로드셀 장착.
1.5V × 2AA 배터리(포함) / 어댑터 사용도 가능(Option)
모델명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가격(원)

HS202R
220g
0.01g
±0.02g

HS402R
420g
0.01g
±0.02g
1.5초
표준형 (외부분동)

HS502R
520g
0.01g
±0.02g

ø132mm / 227.4×171.9×42mm

396,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CD
440,000

495,000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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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자저울

교육용 전자저울

MRS 21004

MRS 21005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습용으로 사용. 어느 위치
에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저울의 크기가 작아
공간활용도가 매우 높고, 일
반 AA건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
용이 가능합니다.

계측기

모델명
최대중량
최소표시
직선성
계량팬 사이즈
센서방식
규격
입력전원
가격(원)

HS250
250g
0.1g
±0.2g

HS500
HS2500
500g
2,500g
0.1g
1g
±0.2g
±2g
147 x 147㎜
Loadcell
150 x 210 x 40㎜
AC 220V 60Hz, 0.2A/DC12V/300㎃
220,000
242,000
220,000

ㆍ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습용으
로 사용이 용이
ㆍ 크고 보기쉬운 LCD 표시창.
ㆍ 빠른 처리속도와 정확한 측량.
ㆍ 아답터 사용가능(선택사항)
ㆍ 건전지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답터 사용도 가능.
ㆍ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저울의 크기가 작아
ㆍ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음.

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센서방식
가격

HA200
200g
0.1g
±0.2g

HA2000
2000g
1g
±2g

1s
표준형 (외부분동)
147× 147 mm / 150×228.5×41.5 mm
LCD
Loadcell
198,000
198,000

무게

전자저울 케이스
MRS 21006
ㆍ
ㆍ
ㆍ
ㆍ

투명하고 견고한 아크릴 케이스가 있어 보관이 쉬움.
적재가 가능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저울을 안전하게 보호.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어 저울의 상태를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

모델명
케이스 크기
가격(원)

교육용 정밀전자저울

HS250, HS500, HS2500, HA200, HA2000용
200 x 250 x 50mm
26,400

교육용 정밀전자저울

MRS 21007

MRS 21008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습
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키패드
가 있어 작동이 쉽고 계량팬이
큰 사각형 모양(0.1g 저울)으로
실험에 용이합니다. 저울의 하우
징은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
내구력이 강하며 밝은 BackLight Display로 어두운 곳에서
도 숫자의 단위를 정확히 판독
하며 정확한 계량을 위한 수평
조절기가 앞쪽에 있습니다.

모델명
최대중량
최소표시
직선성
안정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제품사이즈
표시부
표준출력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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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201K
2,200g

HS3201K
3,200g

HS5201K
5,200g

HS6201K
6,200g

0.1g
±0.2g
1.5초
표준형(외부분동)
147 x 160mm / 175 x 225 x 77.6mm

517,000

LCD
RS-232C
572,000
649,000

693,000

정확한 계량을 위한 수평 조
절기가 앞쪽에 있어서 실험
때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0.01g 저울의 경우 상판하우
징에 정밀급에서 볼 수 있는
실드링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돌출 되어 있어서 실험물질이
중앙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

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표준출력
가격

HS202K
220g

517,000

HS302K
320g

HS502K
520g

0.01g
±0.02g
1.5 s
표준형 (외부분동)
ø 128 mm / 175×255×77.6 mm
LCD
RS-232C
572,000
649,000

HS602K
620g

693,000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단순 중량 전자저울
MRS 21009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가능. 외부 분동/교정기능으로 표준오차를 보정하여 빠르고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데 용이.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함으로서 이동이 편리하며 전
원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 자동영점기능, 용기무게 제거, 수량카운팅
기능을 지님. 선명하며 읽기 쉬운 Display로 명확하고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실습용 정밀 전자저울

교육용 전자저울

모델명

HS600TB

최대 용량

600g

HS1000TB HS5000TB
1,000g

5,000g

최소 표시

0.1g

0.1g

1g

직선성

±0.2g

±0.2g

±2g

안정 시간

1s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표준형 (외부분동)
185 x 140mm /
185 x 200 x 80mm
LCD

253,000

286,000

253,000

ㆍ 외부분동/교정기능으로 표준오차를 보정
ㆍ 견고하고 빠른 반응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보장
ㆍ 스테인리스 짐판으로 오염에 강하고 분리
가 간편해 청소가 용이
ㆍ 스테인리스 짐판으로 오염에 강하고 분리
가 간편해 청소가 용이
ㆍ 프린터, 컴퓨터뿐 아니라, 외부 Display를
연결 가능(RS-232C)
ㆍ 측정할수 있는 무게보다 무거운 물건을
올렸을때 경보음이 울려 무거운 물건으로
부터 메커니즘을 보호
모델명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표준출력
가격(원)

HS2200S
2,200g
0.01g
±0.02g

HS4200S
4,200g
0.01g
±0.02g

3s
표준형 (외부분동)
180 x 180mm /
210 x 280 x 80mm
LCD
RS-232C

1,045,000

1,100,000

무게

ㆍ 세련된 디자인, 어디든 들고 갈 수 있는
작고 맵시있는 외형.
ㆍ 중량 초과 / 중량 미달시 체크해주는 알람
기능을 탑재.
ㆍ 배터리 사용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실외에
서도 사용이 가능.
ㆍ 무게 측정시 빠른 속도와 빠른 패킹에 적
합.
ㆍ 제품의 정확성이 뛰어나며 내구성이 우수.
ㆍ 넓은 스테인리스 짐판으로 여러 가지 용
도의 용기 사용이 가능.

실습용 정밀 전자저울
MRS 21012

MRS 21011

MRS 21010

가격(원)

HS5A-01W HS6A-01W HS3A-05W HS6A-1W HS15A-2W HS30A-5W
5,100g
6,100g
3kg
6kg
15kg
30kg
0.1g
0.1g
0.5g
1g
2g
5g
±0.2g
±0.2g
±1g
±2g
±4g
±10g
1.5초
215 x 270㎜
LCD(backlight)
Loadcell
315 x 270 x 110㎜
AC 220V 60Hz, 0.2A/DC6V/500㎃
660,000 715,000 198,000 198,000 198,000 220,000

계측기

모델명
최대중량
최소표시
직선성
안정시간
계량팬
표시부
센서방식
규격
입력전원
가격(원)

ㆍ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밀 전자저울
ㆍ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Monoblock Cell
ㆍ 믿을수 있는 빠른 반응시간,손쉽고 정확한
계량과 정확한 측정값
ㆍ 후면 발광 디스플레로 사용자가 쉽고 선
명하게 결과값을 읽음
ㆍ 실용적인 장치와 디자인으로 어려움없이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
ㆍ 무게 측정 고리를 이용하여 비중측정과
밀도계산이 가능

모델명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표준출력
가격(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S220S
220g
0.001g
±0.002g

HS420S
420g
0.001g
±0.002g

3s
표준형 (외부분동)
ø 110mm /
210 x 280 x 350mm
LCD(backlight)
RS-232C
1,045,000
1,100,000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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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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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용 전자저울
MRS 21013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습용으로 사용.
크고 선명한 LCD Diplay로 측정값을 보기 편리
빠른 처리시간을 자랑하며,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제공
사용하기 편리한 키패드와 쉬운 작동법을 자랑
외부분동 / 교정기능으로 표준오차를 보정
자동 영점기능, 고정밀도 로드셀 장착
건전지사용이 가능하여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음

계측기

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 / 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센서방식
가격

계량스푼(전자식)
MRS 21014 ............................................ 44,000원

HS300N
310g
0.1g
±0.2g

198,000

HS500N
510g
0.1g
±0.2g

HS2300N
2300g
0.1g
±0.2g

HS3300N
3300g
0.1g
±0.2g

1s
표준형 (외부분동)
120×120 mm / 156×222×43 mm
LCD
Loadcell
220,000
286,000

297,000

초 중 고용 전자저울
MRS 74001

무게
*투명 아크릴 케이스 장착 포함

ㆍ 시약이나 용액의 무게를 잴 때, 다른곳으로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측
정이 가능한 편리한 저울이며 영점조절이 가능
ㆍ 휴대하기가 간편하며 사용하기가 쉬움
ㆍ 중량초과 알림기능
ㆍAUTO OFF 기능
ㆍ CR2032 건전지 사용
ㆍ색상은 임의로 발송됩니다
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표시부
제품사이즈
입력전원

HS300SS
300g
0.1g
LCD
230 × 52 × 20mm
CR2032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및 실습용으로 사용.
크고 선명한 LCD Diplay로 측정값을 보기 편리
빠른 처리시간을 자랑하며,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제공
사용하기 편리한 키패드와 쉬운 작동법을 자랑
외부분동 / 교정기능으로 표준오차를 보정
자동 영점기능, 고정밀도 로드셀 장착
건전지사용이 가능하여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음
모델명
HS230
HS330
최대용량
230g
330g
최소표시
0.01g
0.01g
직선성
±0.02g
±0.02g
안정시간
1s
분동/교정
표준형(외부분동)
계량팬/제품 사이즈
ø 120 mm / 156×222×43 mm
표시부
LCD
센서방식
Loadcell
가격(원)
286,000
297,000

HS530
530g
0.01g
±0.02g

308,000

휴대용 전자저울
MRS 21015
ㆍ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어 설계된 휴대용 저울
ㆍ 휴대용 저울 중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
ㆍ 슬림형 디자인으로 작고 가벼우며 덮개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 충격이나 이물질로부터 보호
ㆍ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작고 맵시 있는 외형으로 만들어져 있음
모델명

HS500HN

HS350HN

최대중량

500g

350g

200g

최소표시

0.1g

0.05g

0.01g

직선성

±0.2g

±0.1g

±0.04g

안정시간

0.8초

분동/교정

표준형(외부분동)

계량팬/제품 사이즈

75 x 55mm / 130 x 80.5 x 18.5mm

표시부

LCD

센서방식

Loadcell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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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00HN

176,000

198,000

242,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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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정밀 전자저울
MRS 25001
ㆍ
ㆍ
ㆍ
ㆍ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 실습용으로 사용
ㆍ 견고하고 미려한 디자인으로 제작
이동이 편리한 디자인
ㆍ 보호커버 장착으로 보관이 용이
배터리 내장으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 (아답터 별도구매) ㆍ 외부분동 / 교정기능으로 표준오차 보정
간단하여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측정 값 제공
HS-310TS
310g
0.1g
±0.2g

HS-610TS
610g
0.1g
±0.2g

HS-210TT
210g
0.01g
±0.02g

HS-310TT
310g
0.01g
±0.02g

HS-510TT
510g
0.01g
±0.02g

HS-610TT
610g
0.01g
±0.02g

1s
표준형 (외부분동)
130 x 142 mm / 160×230×60 mm

계측기

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제품사이즈
아크릴 상부
아크릴 하부
표시부
가격

145×135 mm
165×160×30 mm
LCD

242,000

264,000

319,000

341,000

363,000

396,000

교육용 정밀 전자저울
MRS 74002
초, 중, 고등학교, 교육용, 실습용으로 사용
ㆍ 견고하고 미려한 디자인으로 제작
이동이 편리한 디자인
ㆍ 보호커버 장착으로 보관이 용이
배터리 내장으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 (아답터 별도구매)
ㆍ 외부분동 / 교정기능으로 표준오차 보정
간단하여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측정 값 제공

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제품사이즈
표시부
가격

HS200L
200g
0.1g
±0.2g

HS400L
400g
0.1g
±0.2g

220,000

242,000

계량컵(가정용) 전자저울
MRS 25003 ...................................... 각 99,000원

HS210A
210g
0.01g
±0.02g

HS300A
HS410A
300g
410g
0.01g
0.01g
±0.02g
±0.02g
1s
표준형
ø 113mm / 174.5×238×75.8mm
LCD
330,000
352,000
374,000

HS31
흰색

HS32
녹색

HS33
빨강

HS34
보라

1kg
1g
±2g
1.5s
표준형
ø 120 mm / 139 x 155 x 127 mm / 140 x 210 x 146 mm
LCD

HS1100A
1100g
0.01g
±0.03g

407,000

550,000

전자저울 조립키트(영구적으로 사용)
MRS 25004
우리가 흔히 쓰는 무게를 다는
전자저울의 원리를 이해하고
부품의 사용 용도를 직접 조립
하고 분해 할 수 있는 교육목
적의 전자저울 조립 키트 입니
다.
※납(납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립하면서 재분해를 반
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신개념 전자저울 키트

ㆍ 편리하고 정확한 디지털 전자저울
ㆍ 일반 디지털 저울의 기능과 계량
컵을 측정할수 있는 기능을 접목
ㆍ 일반모드 외 물, 우유, 식용유 계량
모드, 소맥분 계량모드 등 다양한
기능
ㆍ 정확한 계량눈금이 표시되어 있어
양을 측정하기 쉬움
ㆍ 저울과 계량컵의 분리가 쉬워 사
용후 세척이 편리
ㆍ 용기 무게를 잰뒤 0점 처리하는
AUTO TARE 기능
ㆍ 자동 AUTO OFF 기능
ㆍ CR2032 전지 1개 사용
모델
색상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 /
계량컵 /
제품사이즈
표시부

HS600A
600g
0.01g
±0.03g

무게

ㆍ
ㆍ
ㆍ
ㆍ

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표시부
입력전원

HS-2000kit
2000g

HS-5000kit
5000g
1g
LCD
AAA 1.5V 2개

로드셀(무게감지센서), 회로기판, 화면표시부, 작동스위치,
건전지 삽입함, 연결케이블단자, 계량접시, 로드셀 받침대,

구성품(14종) 로드셀 받침대판 및 계량접시판, 아크릴 받침대, 드라이버(1개),
볼트(4개), 양면테이프, 건전지 (AAA X 2)
가격
39,600
44,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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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2018~2019

계측기

매달림 전자저울(HS-5P)
MRS 21016 ............................................ 52,800원

매달림 전자저울(HS-3P)
MRS 21017 ............................................ 38,500원

선명한 LCD 디스플레이, 디지털 온도계기능 탑재, 야외 및 실내 수업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교육용 매달림 전자저울. 개인 휴대용 매달림
전자저울로 언제,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쓰이는 기존의 용수철저울보다 업그레이드된 디지털방
식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계량이
가능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백라이트기능이 있습니다.

무게

모델명

HS-5P

모델명

HS-3P

최대중량

30㎏

최대중량

10㎏

최소표시

10g

최소표시

5g

표시부

LCD

표시부

LCD

제품사이즈

65 x 160 x 100㎜

제품사이즈

50 x 180㎜

제품중량

약 176g

제품중량

약 117g

전원

AAA건전지 2개

전원

AAA건전지 2개

매달림 전자저울
MRS 21018 ........ 각 19,800원

휴대용 매달림 전자저울
MRS 74003 .............. 17,600원

매달림 용수철저울
MRS 21019 ............... 9,900원

※색상은 임의배송

학교, 학원의 야외수업시 기존의 용수철저울을
보완하여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한 휴
대용 매달림 전자저울입니다.
배터리 식으로 AC전원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모델명
최대중량
최소표시
표시부
제품사이즈
제품중량
전원

143

HS-1P
2㎏
5g

HS-2P
5㎏
5g

LCD
45 x 120㎜
약 40g
CR2032 건전지 1개

최대중량

50Kg

표시부

LCD(20x30mm)

제품사이즈

215x70mm

전원

AAAx2ea(포함)

제품 중량

약 43.5g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용수철 저
울입니다.

모델

HS-5M

최대중량

5kg

최소표시

0g

한눈금표시

50g

제품사이즈

75 x 155mm

제품 중량

약 43.5g

MRS

양팔저울(목상자입)
MRS 21021 .............55,000원

양팔저울(신형)
MRS 21022 .............99,000원

역학 지레작용에 대한 실험용으로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실험하는 기구로서 수
평조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방향으로 등분하여 고리를 만
들어 물체를 걸 수 있게 하였고, 바닥과 헤드부분에는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수평기와, 바닥부분에는 조절
볼트가 있어 수평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판이 있어 기울기를 알 수 있으며, 팔이 좌우로 많
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출핀을 부착하
였습니다. 자석칠판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양팔저울(스탠드식)
MRS 21020 ............. 44,000원

역학 지레작용에 대한 실험용으로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 실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수평조절장치가 있습니다.
규격

팔(간평)의 길이 40 x 400mm,
접시 Ø120mm 2개, 추 10g 10개

규격

팔(간평)의 길이 40 x 400mm,
접시 Ø120mm 2개, 추 10g 10개

양팔저울(레버지레, 소형)
MRS 21026 ...........................................110,000원

시약의 조제나 약품의 평량등의 간이 정량분석에 화학 천평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를 사용하여 힘의 모멘트 실험을 하는 것으로 용수철에 의한 밸
런스나 지점을 변경할 수 있는 실험도구로서 지렛대, 양팔저울,
용수철의 힘 등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무게

I.P.S 양팔저울
MRS 21023 ...........................................110,000원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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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I.P.S 칭량 200g, 감량 100㎎, 추(분동 200g 세트)1개, 접시
2개

규격

720 x 650mm, 20g 추 6개, 접시 2개, 알루미늄 지렛대

다용도 양팔저울
MRS 21034 ............................................ 99,000원

숫자 평형저울(수개념저울)
MRS 21035 ............................................ 39,600원

고체나 액체를 각종 물체의 부피나 무게를 비교 측정하는 다용도 저울
로서 금속추와 플라스틱추가 저울 자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같음 많음, 작음의 관계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양팔에 달
린 쐐기에 추를 달아 더하고 빼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양팔저울 1개, 투명물통(뚜껑있음) 2개, 플라스틱추 14개
(20gX2, 10gX4, 5gX8), 금속추 11개(50gX1, 20gX2, 10gX2, 5gX2,
2gX2, 1gX2)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g 추 20개

계측기

144

계측기
2in1 양팔저울
MRS 12914 .............. 29,700원

2018~2019
내부관찰용 저울
MRS 21028 ............. 22,000원

앉은뱅이 저울
MRS 21029

<A형>

계측기

고체및비중이다른 액체의 무게를 비교실험
할수 있는 양팔저울입니다. 양쪽의 비커는 분
리가 가능하며 눈금 (200ml)이 있어 측정이
용이합니다.

저울의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원리
를 배웁니다.
규격

MRS 21030

A형
칭량 2kg, 감량
10g, 눈금지시형
16,500

규격
가격(원)

투명 2kg

접시 저울

구분

<B형>
B형
칭량 5kg, 감량
20g, 눈금지시형
55,000

디지털 접시 전자저울
............................................ 44,000원

MRS 25006
건전지(R20 3EA) 사용 (AC 어댑터 220V Option)
크고 넓은 튼튼한 구조로 이루어진 대형 짐판
메인보드와 디스플레이 보드전체를 밀봉 처리
크고 선명한 LCD 디스플레이와 높은 강도
의 재질로 이루어진 저울
ㆍ 높은 정확도와 최대 용량에 120%까지 버틸
수 있는 무게 센서
ㆍ 사용용도 : 산업현장, 일반상점, 건설업, 학
교, 농수산물, 식품가공, 화학공장 소화물,
육가공업체 등에서 사용

무게

ㆍ
ㆍ
ㆍ
ㆍ

분동을 이용하여 약품이나 적은 양의 무게를 측정하는 접시형 저울입
니다.
규격

칭량 200mg, 감량 100mg, 분동포함

분동세트
MRS 21032 ...............11,000원

규격

200g 세트

HS2Y-1W
2kg
1g
±2g

242,000

100g 분동세트
MRS 74004 ............... 9,900원

양팔저울이나 윗접시저울의 한쪽에 물건을
놓고 무게를 달때 무게의 표준으로서 다른 한
쪽 저울판 위에 올려놓을때 사용합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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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최대 용량
최소 표시
직선성
안정 시간
분동/교정
계량팬/제품사이즈
표시부
가격

50g, 20g(2개), 10g, 5g

HS5Y-2W HS10Y-5W HS20Y-10W
5kg
10kg
20kg
2g
5g
10g
±4g
±10g
±20g
1s
표준형
300 x 245 mm / 210 x 285 x 227 mm
LCD
242,000
253,000
264,000

HS30Y-10W
30kg
10g
±20g

275,000

저울용 분동
MRS 21031

규격

가격(원)

규격

가격(원)

규격

가격(원)

100g

4,400

5g

1,430

200mg

660

50g

3,850

2g

880

100mg

660

20g

3,300

1g

770

분동핀셋

880

10g

1,650

500mg

66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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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습도계

디지털온습도계(정밀형)
MRS 25018 .............44,000원

MRS 22028

온습도를 동시에 표시/읽기 쉬운 대형 LCD화면으로 구성되어 온습도의 최고최저 메모리기능을 탑재하
였고, 벽걸이 및 탁상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HS32TR
-20℃ ~ 50℃
10％ ~ 95％ RH
0.1℃
1％ RH
100 × 110 × 20 (mm)
1.5V
88,000

대저울
MRS 21036 ............. 33,000원

HS30TRC
-50℃ ~ 70℃
20％ ~ 90％ RH
0.1℃
1％ RH
100 × 110 × 20 (mm)
1.5V
77,000

HS30TR
-20℃ ~ 50℃
10％ ~ 95％ RH
0.1℃
1％ RH
100 × 110 × 20 (mm)
1.5V
74,800

불쾌지수계
MRS 22032 ..............16,500원

온습도 동시 측정, 10초간격으로 데이터 업데
이트, 마그네틱 부착.
측정범위
정확도
제품 크기

온도 0~50도, 습도 20~95%
온도 ±1도, 습도 ±2%
87x55x9mm

원형 온•습도계
MRS 22033 ............. 22,000원
온도

수조에 물을 가득 채
운 후 가제를 위까지
물에 적시어 수조에
담근 후 시간이 지나
면 습도가 전도보다
내려가며 습도를 기준
으로 건도(현재온도)
와 차이를 알아봅니
다.
규격
90 x 310 x 30mm
구성
-20℃~50℃ 판부

최초의 저울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4학년 신교재수록)
규격

0~200g

디지털 체중계 A형
MRS 21039 ............. 55,000원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튼튼합니다.
최대 중량
측정 단위
오차 범위
규격

150kg
100g
±500g
350 x 350 x 58mm

디지털 체중계 B형
MRS 21040 ............. 49,500원

·고정밀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시스템
·배터리부족표시(LO)및 사용 범위 초과시 알림 기능(Err)

모델명
최대중량
최소표시
표시부
제품사이즈
입력전원

HS600
180kg
100g
LCD
300 x 300 x 28 mm
1.5V X 2AAA Battery

계측기

모델
온도측정범위
습도측정범위
온도분해능력
습도분해능력
제품크기
전원
가격

온도 범위
습도 범위
제품 크기

-30~50℃
0~100%RH
Ø200 x 35mm

체중계(아날로그)
MRS 21041 .............33,000원

최대중량
최소표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kg
100g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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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온도계 홀더
MRS 22003 ............. 22,000원

계측기

ㆍ 온도계를 홀더에 꽂아 비이커에 걸어놓고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합니다.
ㆍ 비열측정장치 등에 사용합니다.
규격

2018~2019
온도계 보관대
MRS 22004 .............66,000원

규격
재질

340 x 180 x 170mm,
110℃ 45구, 50℃ 30구
철재, 분체도장

온도계꽂이
MRS 22005 ..............13,200원

재질

15구

10개 1조, 20 x 50mm

포켓 디지털 온도계(고온용)
MRS 25009 .............44,000원

막대 온도계
MRS 22001

디지털 온도계(탐침형)
MRS 25008 .............44,000원

온도
<A형> <B형>

구분
측정범위
눈금단위 길이 가격(원)
A형
0℃~50℃
1℃ 150mm 1,980
알코올온도계
B형
-20℃~110℃ 1℃ 300mm 3,300
알코올온도계
C형
-20℃~50℃ 0.5℃ 300mm 4,400
알코올온도계

디지털 온도계(방수)
MRS 22006 ............. 88,000원

ㆍ
ㆍ
ㆍ
ㆍ
ㆍ

완전방수 기능
최고 최저 온도 자동 기억
섭씨, 화씨 선택기능
데이터 홀드 기능
고속측정 가능(약 6초)

측정범위
측정단위
센서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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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가 편리한 탐침 온도계, 얇은 측정부로 6
초 이내 반응, 탐침형 센서로 제과제빵 온도 측
정, 각종 요리, 실험실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

<C형>

-20~200℃
0,1℃
130mm

자동 전원 꺼짐 기능
측정범위
측정단위
크기

-50 ~ 300도
0.1℃
245 x 25 x 15 mm

디지털 고온계
MRS 22007 ...........165,000원

대형 센서채택으로 고온측정이 용이함

측정범위

-50~1,000℃ (1/10℃)

사양
분해능
정밀도
센서길이
제품크기
전원

측정범위 -50도~300도
0.1도
±2도
약 150mm
230x35x19mm
3V(CR2032)

디지털 온습도계(센서형)
MRS 22008 .......... 220,000원

ㆍ 대형 LCD화면
ㆍ 온도/습도 동시화면
ㆍ K-타입 온도센서 부착으로 고온 측정가능
측정범위
측정단위
오차범위

-20~1,000℃, 5~98%RH
0,1℃, 1%
±3%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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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도계(일체형)
MRS 22014

<A형>

디지털 온도계(분리형)
MRS 22015 ........... 132,000원

구분
규격
측정범위
가격(원)

A형
150 x 20 x 18mm
-40℃ ~ +200℃ (-40℉ ~ +392℉)
55,000

디지털 온도계(K-타입)
MRS 22016 ............. 77,000원

B형
160 x 20 x 12mm
-40℃ ~ +300℃ (-40℉ ~ +572℉)
55,000

계측기

식품 등 내부온도 측정, 관리에 최적인 포켓용 디
지탈 온도계, 화씨/섭씨 선택이 가능합니다.

<B형>

디지털 온도계(정밀형)
MRS 22017 .......... 330,000원
온도

※ 센서 별매

최고·최저 자동기억 기능, ℃, ℉선택 사용,
Date 멈춤기능, 방수기능
측정범위
측정단위
센서길이

-40℃ ~ 150℃
0.1℃
80mm

K-타입의 센서 사용으로 정확도가 높고 고열
측정시 최적입니다. 센서 선택에 따라 표면
및 액체 등의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온도계
규격
70 x 133 x 30mm, 단위측정가능
측정범 -50℃ ~ +1,300℃(-50℉ ~ +1,999℉)
위
측정시 분해능을 0.1 및 1.0

℃, ℉ 사용선택, 최신홀드 기능

측정범위
분해능력

-50 ~ 500℃
-50~199.9℃→0.1℃
200~500℃→1℃

적외선 온도계
MRS 22018
ㆍ
ㆍ
ㆍ
ㆍ

조명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어두운곳에서도 사용 가능함
레이저를 지원함으로서 측정부위를 쉽게 찾음
빌딩 등 건축구조물 단열 및 공조관리용으로 용이
전기배전 및 분전반설비 점검용으로 적합
모델명
측정범위
분해능력
측정정도
온도표시
응답시간/크기
무게 / 전원
거리:측정면
기본내장
LCD조명
가격(원)

ㆍ 작고 가벼움
ㆍ Simple한 디자인

HS-33CT
HS-55CT
-32~300℃/-26~572℉
-50~550℃/-58~1022℉
0.1℃ 또는 0.1℉
1℃ 또는 1℉
측정치의 土1.5% 또는 土1.5℃이내
LCD표시(℃/℉)
500m/sec(95%시) / 175 x 100 x 49mm
170g / 9V Battery
12 : 1
Laser maker, 측정치 Hold
Back light 기본내장
275,000
363,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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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바이메탈온도계
MRS 22019 .............. 14,300원

2018~2019
탕온도계
MRS 22020 ............... 4,400원

실외센서온습도계(디지털)
MRS 74005 .............33,000원

실내와 실외의 온습도계랑 한가지제품으로 같이 잴수 있습니다.
구분

계측기

고온의 액체 온도를 측정합니다.
규격

실내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0~250℃, Ø80mm,
센서길이 150mm

시온 온도계 만들기(5인용)
MRS 22022 ..............26,400원

액정온도계(10개입)
MRS 22023 .............66,000원

본체사이즈
실외센서길이
실내온도측정범위
실외온도측정범위
실내습도측정범위
실내습도측정오차
전원

82x70x20mm
약 1m
-10℃~50℃
-50℃~70℃
20%~90%
±5%
1.5v(AG13) x 1ea

온습도계(판부)
MRS 22024 ..............13,200원

온도
온도계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섭
씨온도와 화씨온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성

통 5개 / 찌통마개 10개 /
액정온도계 5개 / 시온스티커 3장

원형온도계(사우나 온도계)
MRS 22025 ............. 33,000원

규격
온도범위

127 x 12.5mm(10매입)
18℃~34℃

교과서에 나오는 습도계
MRS 22026 .............88,000원

새로나온 교과서에 실린 습도계
규격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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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200mm
0℃ ~ 150℃

규격
측정범위

원형, 아나로그
0~100% RH

온도 측정범위
습도 측정범위

-30~50℃
0%~100%RH

모발습도계
MRS 22027 ........... 110,000원

습도가 높으면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습도가 낮으
면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규격
측정범위

Ø75 x 250mm, 0~100%
0~100% RH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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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온도계(신형)
MRS 25012

슬림한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리, Back Light 기능이있
어 어두운 곳에서도 측정, 표면온도를 비접촉식으로 빠르고 간단히 측
정, 레이저포인트기능이 있어 정확도 있게 측정이 가능.

MRS 600

MRS 330
-32도~330도
±2℃
0.1 도
0.95 고정
12 : 1

MRS 600
-50~600도
±2℃
0.1 도
0.10~1.00
500msec (0.5초)
175 x 100 x 49mm

146 x 80 x 38 mm
AA배터리2개
110,000

165,000

온습도계(기록식)-USB타입 B형
MRS 25014 ......................................... 330,000원

측정 간격을 자유로이 조정(2
초부터 조정 가능), 현재 온습
도, 최소 값, 최대 값, Hi, Lo
설정갑 LCD 디스플레이, 알
람설정, 듀포인트(이슬점), 소
프트웨어 실행 시 그래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전원을 켠 상태로 온습도를
측정/저장, 저장된 데이터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확인 가
능, EXCEL, TXT, BMP 파일
로 저장 가능, 폭 넓은 데이터
메모리 43,000 data.

측정 간격을 자유로이 조
정(5초부터 조정 가능), 온
습도, Hi, Lo 설정기능, 알
람설정기능, 지속적으로 전
원을 켠 상태로 온습도를
측정/저장, 저장된 데이터
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확
인 가능, EXCEL, TXT파일
로 저장 가능, 폭 넓은 데이
터 메모리 50,000 data.

온도 -30도~85도
정확도
습도 0~100%
분해능
온도 0.1℃, 습도 0.1%RH 로깅테이터
데이터메모리
43,000
배터리수명
1/2 AA 3.6V Lithium
전원
방수등급
Battery
LCD 사이즈
18 x 13.5mm
사이즈
중랑
60g
측정범위

온도 ±0.5도, 습도
±3%RH
2초~24시간
약 12개월
IP67
125x28x22mm

측정범위
분해능
데이터메모리
전원
LCD 사이즈
중랑

전광판 온습도계

온도 -40도~85도
습도 1~99%
온도 0.1℃, 습도
0.1%RH
50,000
1/2 AA 3.6V Lithium
Battery
20x31mm
77g

정확도

온도 ±0.6도, 습도
±3%RH

로깅테이터

5초~2시간

배터리수명

약 12개월

방수등급

IP67

사이즈

83x60x24mm

디지털 온습도계(센서분리형)
MRS 25016 .......................................... 187,000원

MRS 25015
심플한 디자인, 높은 정확도,
빠른 반응 속도, 디지털 디스
플레이, LED채택, 먼거리에
서도 깨끗하게 확인 가능, 대
형 디스플레이 화면이 최대
10m 거리에서도 확인 가능,
간편하게 온도, 습도 보정이
가능.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
능. 병원, 학교, 사무실, 호텔,
공공기관 등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이
원하는 벽면에 사용 가능

온도 측정범위
온도 정확도
LED 사이즈
대형
소형

-40~85도
습도 측정범위
±0.5도
습도 정확도
5"
중량
601 X 383 X 50mm
170 X 115 X 37mm

0~100%RH
±3%RH
3.2kg
가격 : 660,000원
가격 : 440,000원

대형 LCD로 온도와 습
도 동시 표시, 외부 센서
를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는 기능, 최대 값 / 최
소 값 측정 기능, 빠른
측정, 섭씨 / 화씨 변환
가능

측정범위

온도 -10~50도,
-20~1000도 (K-Type)
습도 5%RH~95%RH

허용오차

분해능
전원

0.1도, 0.1%RH
9V 배터리

로깅테이터
사이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도 ±1%, ±2도 or
±3도 (K-Type)
습도 ±3%(30~95%),
±5%(10~30%)
5초~2시간
151x83x27mm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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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온습도계(기록식)-USB타입 A형
MRS 25013 ......................................... 330,000원

계측기

MRS 330

측정범위
허용오차
분해능
방사율값
거리대비율
응답시간
제품사이즈
전원
가격(원)

계측기
초시계(탁상용)
MRS 23001 ............110,000원

2018~2019
초시계(기계식)
MRS 23002 ...........154,000원

계측기

속도 가속도나 낙하운동의 중력가속도 실험에서 짧은(빠른)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0.001
초~60분까지 측정할 수 있고 시작(START), 끝(STOP), 중간시간(LAP), 다시(RESET)가 가능합니
다.
사양

1/1,000초(15메모리)

초시계(스텐제)
MRS 23004 .............. 77,000원

사양

초시계(보급형)
MRS 23009 ............. 22,000원

사양

디지털 1/100
(55 x 65 x 16mm)

1/100초(기계식)

초시계(고급형)
MRS 23005 .............66,000원

초시계(토파)
MRS 23006 .............33,000원

시간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견고합니다.
측정시간
측정단위
메모리

9시간 59분 59초
(타이머 : 23시간 59분 59초)
0.01초
11메모리

LAP/SPLIT 기록측정가능
측정시간
측정단위
크기

23시간 59분 59초
0.01초
65 X 62 X 13mm

나침반초시계
MRS 23007 .............. 16,500원

초시계(일반)
MRS 23008 ............. 22,000원

규격
방식
최소/최대시간

방식
최소/최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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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x 75 x 18mm
휴대용
0.01초/59분 59초

휴대용
0.01초/59분 59초

규격
방식
최소/최대시간

54 x 65 x 16mm
휴대용
0.01초/9시간 59분 59초

철가루 모래시계
MRS 74006 ............19,800원

유리병안에 입자가 작은 철가루가 들어가있는 모래시
계입니다. 받침대에 자석이 있어 내려온 모래들이 자
성에 의해 서로 뭉쳐있게 됩니다.

규격

160x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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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디지털 타이머(고급형)
MRS 23010 .............55,000원

디지털 타이머(일반형)
MRS 23011 .............44,000원

규격
기능
측정범위

규격
측정범위

점보 디지털 타이머
MRS 25019 ............. 55,000원

측정시간
측정단위
크기

69 x 92 x 11mm
3채널 기능, 초시계 기능, 시계 기능
19시간 59분 59초

23시간 99분59초
메모리, 시계, 스톱워치, 2채널, 탁상
및 벽걸이식
95X140X25mm, LED(75X63mm)

1초~60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학습기능까
지 할 수 있게 대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1초~60분

다기능 디지털 타이머
MRS 23015 .............55,000원

ㆍ 음량조절기능
ㆍ 무음알림기능
ㆍ 측정시간 메모리 기능이 가능
측정시간
측정단위
채널

모래시계

시계기능(24시간 AM, PM), 카운트업 다운, 4
채널 동시 측정
측정시간
채널 수
크기

99시간59분59초
4채널
73x60x22mm

모래시계(3종)
MRS 23013 ...............................................8,800원

MRS 23012

미세한 구멍으로 일정하게 떨어지는 모래의 양을 통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5분
Ø80 x 150mm 정도
37,400

99분 59초
1초
3채널

디지털 타이머(4채널)
MRS 25030 .............55,000원

10분
Ø80 x 150mm 정도
44,000

교육용 시간 측정 모래시계로 3개 1세트입니다.
규격
구성

2.5cm x 9cm
1분, 3분 5분의 모래시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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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학습용초시계
MRS 23014 ............. 55,000원

규격
가격(원)

63 x 67 x 12mm
59분 99초

계측기

점보 사이즈 타이머, 카운트업, 다운 기능, 2채
널 동시 카운트 기능, 스톱워치 기능, 시계기
능, 접이식으로 탁상용 및 벽걸이 사용 가능

계측기

2018~2019

직경 측정용 줄자
MRS 23017 ...............................................6,600원

흉위자(줄자)
MRS 23018 ................................................ 1,320원

나무, 원기둥, 원통 등의 직경(지름)
을 측정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물건
들을 절단하여 절단면의 직경(지름)
을 측정하였으나 직경 측정테이프
는 절단하지 않고서도 직경(지름)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의 둘레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줄자

규격

2m

규격

자(1M자)

강철자

계측기

MRS 23019

길이

구분
1m
1m

MRS 23020

규격
강화플라스틱(노란색)
투명아크릴

가격(원)
11,000
27,500

규격
1m
60cm
30cm

줄자(에스론제)

MRS 23022
면 재질로 제작되어 가볍고 사용
하기 간편함.

규격
1.5m
30m
50m
100m

마이크로미터
MRS 23023

미세한 물체의 크기를 정밀도 있게 (오차
1/1,000mm) 두께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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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16,500
11,000
3,300

줄자(강철제)

MRS 23021

규격

1,500mm

0.01~25mm
일제
132,000
중국제
33,000

가격(원)
3,300
13,200
16,500
66,000

버니어캘리퍼스
MRS 23024

일정한 크기의 물체를 어미자와 아들자로 이
용하여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규격
가격(원)

1/20~150mm
일제
121,000
중국제
33,000

철 재질로 제작되어 튼튼
하며 사용하기 간편함
규격
2m
3m
5m
10m
20m

가격(원)
3,300
4,400
5,500
8,800
22,000

50m

55,000

버니어캘리퍼스(디지털)
MRS 23025 ............. 49,500원

LCD display를 이용한 액정화면이 부착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mm와 inch 전환 사용
이 가능합니다. 0.00mm 단위로 측정합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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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용 자세트(고급형)
MRS 84054 .......................................... 132,000원

교수용 자세트(일반형)
MRS 23026 ............................................ 55,000원

손잡이가 포함되어 사용이 편리
하며, 크기가 커서 교수용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규격
구성

구성

각도기(교수용, 아크릴)
MRS 23028 .............33,000원

4종 5점 (자 1개, 삼각자
2개, 각도기 1개, 컴퍼스
1개)

컴퍼스(마카펜용)
MRS 23029 ............. 29,700원

계측기

삼각자(교수용, 아크릴)
MRS 23027 ............. 39,600원

직선자 길이 100cm
직각 삼각형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자, 각도기,
직선자, 컴퍼스

길이

투명하여 밑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성

투명하여 밑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카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종 1조

각도기(교수용, PVC)
MRS 23030 ...............11,000원

삼각자(교수용, PVC)
MRS 23031 ..............13,200원

구성

2종 1조

컴퍼스(PVC)
MRS 23032 .............. 11,000원

집게모양으로 집어서 사용합니다.

초음파 거리측정기
MRS 23033 .......................................... 132,000원

워킹메타(롤러자)
MRS 23034 ........................................... 121,000원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위험한 거리나
어두운 장소 측정이 가능합니다.

굴렁쇠처럼 굴리면서 거리를 재
어볼 수 있습니다. 1미터마다 딸
깍딸깍 소리가 나며, 계기판이 달
려있어 거리 측정이 쉽습니다.

규격
측정거리
표시단위
작동온도
전원

154 x 61 x 46mm
0.5~16m
M(미터), FI(피트)
0~40℃
9V 사각건전지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롤러 Ø320mm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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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회로시험기A
MRS 24001 ............. 88,000원

계측기

A형
특징

디지털 다기능 회로시험기
도통, 콘덴서, 주파수, 다이오드,
부저, 렌지홀드 기능

2018~2019
회로시험기B
MRS 24002 .............66,000원

B형
특징

디지털 다기능 회로시험기
다이오드, 도통, 부저, 렌지홀드,
백라이트 기능

회로시험기C
MRS 24003 .............44,000원

C형
특징

아날로그 다기능 회로시험기
TR, 출력(직렬콘덴서단자),
영점조정볼륨

회로시험기E
MRS 24005 .............44,000원

전기회로 시험기(간이식)
MRS 24006 .............. 11,000원

D형
특징

E형
특징

규격
형식

전기

회로시험기D
MRS 24004 ............. 66,000원

수첩형 다기능회로시험기
도통, 부저 기능

전기회로 시험기(테스터기)
MRS 24007 ............. 55,000원

포켓형 다기능 회로시험기
다이오드, 도통, 부저 기능

배터리 체커(디지털식)
MRS 24015 ..............19,800원

60 x 90 x 30mm
아날로그

배터리 체커(아날로그식)
MRS 24016 .............. 11,000원
1회 이상 사용한 건
전지 또는 유효기
간이 경과한 건전
지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잔량을 측
정하는 기기로 건
전지의 잔량(V)이
액정화면에 표시되
는 디지털 건전지
체커입니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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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압 200㎷~ 1,000V, AC전압
200~750V, DC전류 200㎂~10A, 저항
200Ω~2,000kΩ, 전원 9V, TR다이오드
테스트 가능

1회 이상 사용한 건전지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잔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건전지의 잔
량(V)이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디지털 건전지 체커입니다.

규격

사양

40 x 20 x 80mm
AAAM, AAM, CM, DM,
망간 또는
CR-123A, 6F22, CR알카라인
123A, 6F22, 4R25
LR41, CR2032 외
버튼셀(리튬전지)
다수(1.5~6V)

규격

사양

80 x 20 x 28mm
AAAM, AAM, CM, DM,
망간 또는
CR-123A, 6F22, CR-123A,
알카라인
6F22, 4R25
버튼셀
LR41, CR2032 외
(리튬전지)
다수(1.5~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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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접지테스터기(아날로그)
MRS 24010 .......... 363,000원

접지테스터기(디지털)
MRS 24011 .......... 396,000원

아날로그 멀티테스터기
MRS 24009 ............. 66,000원

AC Volage:300㎷-1000V±4% of full scale
DC Current:300m -3A ±3% of full scale

사양

규격
무게

AC Current:300m -3A ±4% of full scale
Resistance:X1, X10, X100, X1K, X10KΩ ±3% of
full arc
Db : -20_+11dB
125 x 110 x 48mm
330g(including battery)

해상도

해상도

정확도

20Ω
0~19.99Ω
0.01Ω
±3% ±0.2Ω
200Ω
0~199.9Ω
0.1Ω
±3% ±5문자
2000Ω
0~1999Ω
1Ω
±1.2% ±5문자
ACV
0~199.9V
0.1V
배터리 테스트
낮은 배터리 전압을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
규격
143 x 118 x 65mm
무게
500g(배터리 포함)
측정환경
0~40℃, 25%-80% RH
파워 서플라이
1.5V로/5 배터리 6
엑세서리 보조 접지 봉의 쌍을 시험 라인 (5분, 10분, 15m)을 설정

직류·교류전류계
MRS 24018 .......................................... 143,000원

직류와 교류전류계를 동시 내장하여 상용 전류를 측정 할 수 있는 바늘지시형 전류, 전압계
규격

바늘지시식, 300 x 160 x 120mm, 0~300V(AC/DC)

건전지 잔량측정기 A
MRS 24012 .............. 13,200원

규격

1.5V(AAA, AA, CM, DM), 6V, 9V까지,
55 x 52 x 23mm 33g

규격

바늘지시식, 300 x 160 x 120mm, 0~20A(AC/DC)

건전지 잔량측정기 B
MRS 24013 ..............13,200원

규격

1.5V(AAA, AA, CM, DM), 수은전지,
충전지
6V, 9V까지, 112 x 61 x 27mm 48g

건전지 잔량측정기 C
MRS 24014 ..............19,800원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V AAA, AA, CM, DM 망간 또는
알카전지, 3V 리튬, 6V 렌턴용 망간전지
1.4~6V 수은전지 등 가능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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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직류·교류전압계
MRS 24017 .......................................... 143,000원

측정범위

정확도

X1
0~12Ω
0.2Ω
±5%
X10
0~120Ω
2Ω
±5%
X100
0~1200Ω
20Ω
±5%
ACV
0~30.0V
최저 0.5V
±5%
기타기능
배터리 테스트
규격
143 x 118 x 65mm
무게
500g
측정환경
0~40℃, 25%-80% RH
파워 서플라이
1.5V로/5 배터리 6
엑세서리 보조 접지 봉의 쌍을 시험 라인 (5분, 10분, 15m)을 설정

계측기

측정범위

DC Volage:300㎷-1000V±3% of full scale

계측기

2018~2019

직류전류계

교류전류계

MRS 24023

MRS 24024

계측기

전류(AC교류)의 크기를 재는 기구로서 디지털 카운터형과 아날로그형(가동코일형) 2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DC 0~1999mA 풀스케일
DC 50mA/500mA/5A

가격(원)
66,000
33,000

직류전압계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AC 0~19.99A 풀스케일
정밀도 1.5급, AC 100mA, 1A, 10A

가격(원)
88,000
33,000

교류전압계

전기

MRS 24025

MRS 24026

전류(AC교류)의 크기를 재는 기구로서 디지털 카운터형과 아날로그형(가동코일형) 2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DC 0~199.9V 풀스케일
DC 3V/15V/30V

가격(원)
66,000
33,000

검류계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규격
정밀도 0.5급, AC 0~300V풀스케일
정밀도 1.5급, AC 15V, 250V

가격(원)
88,000
33,000

D.0 Meter
MRS 25020 ...................................... 1,320,000원

MRS 24027

자동 보정과 자동
온도 보상 기능을
가진 장치이다. 측
정값이 ppm 또는
%단위로 표시, 방수
기능, 어댑터, 배터
리 겸용

구분
디지털형
바늘지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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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정밀도 0.5급, 규격 : +,-1999μA
정밀도 1.5급, 규격 :500mA

가격(원)
66,000
29,700

측정범위
측정단위
정확도

0.00~45.00mg/L
0.01mg/L
2±1.5% F.S

0.0~300.0%
0.1%
±1.5% F.S

0.0~50.0%
0.1도
±0.5도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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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디지털 기계측정기
MRS 25021 	�����������������������������������������������������������������������������������������������������������������������������������������1,980,000원
ㆍ 가스 검지 관을 대체하는 디지털식 CO2 · O2 검사기입니다. 온도 · 습도 · 기압 센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 측정 데이터를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도 구현하고 있으며 USB를 통해 PC에 CSV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ㆍ 가스 검지관과 달리 사용한 관의 폐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센서 프로브 방식으로 기체 검지관과 가까운 이미지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식물의 호흡,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하는지 알아봅니다
<실험 방법>
맑은 날에 식물의 잎에 비닐 봉투를 씌우고 입을 묶어 빨대로 주머니의 공기를 3~4회 내뿜거나 마시게 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
도록 한다. 디지털가스검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을 30분간격으로 측정하여 변화를 기록한다.
- 촛불이 점화 될 때 공기의 변화, 촛불이 점화되기 전과 점화된 후의 공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실험 방법>
촛불을 점화하기 전에 집기병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디지털가스검사기로 조사한다. 집기병 속에 불을 붙인 촛불을 넣어 뚜껑을
닫는다. 불이 꺼지면 촛불을 꺼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디지털기체 측정기로 조사한다.
★ 온도, 습도, 기압의 측정도 가능
★ 데이터 기록 기능도 구현, 본체 내장 메모리에 측정 데이터를 기록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USB케이블로 PC와 연결하여 다용도
CSV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

전원
배터리 수명
인터페이스
크기
센서

알칼리 건전지 6 개 또는 전용 AC 어댑터 (포함)
약 25 시간 (사용 조건에 따라 변동 있음)
USB (데이터 통신)
본체 160x60x34mm
144x36x36mm

조도계(정밀형)
MRS 25023 ..........................................242,000원

전지 전송 장치, 전선, 전
자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비디오, 오
디오 등의 전자장 방사 강
도를 측정, 2.4인치 컬러
TFT LCD디스플레이, 3가
지 측정모드를 한번에 확
인 할 수 있음, 데이터 홀
드 기능
측정범위 20,200,2000을
화면에 표시 건전지교체표
시가 화면에 나타남 알람
기능 있음.

·저렴한 가격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가진 실용
형 조도계
·JISC 1609(1993). CMS 5119 General A Class
기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형광 금속할로겐화물, 고압나트륨 및 백열광
원 등의 유발광체로부터 조도를 Lux와 FC 단
위로 측정합니다.
·Coslgn Angular 보정이 가능하며, 측정대상
은 모든 유형광원을 포함합니다.
·스펙트럼 반응은 CIE 비시감도에 근접합니다.

측정범위/분해능

배터리
배터리
수명
중량
사이즈

1.5V AAA 3개
약 8시간
약 120g
115x60x21mm

0 ~ 20
0 ~ 200
0 ~ 2,000
0 ~ 20,000
0 ~ 200,000
실리콘 광 다이오드 및 필터

Lux

센서
Coslne로부터
편항각

30˚
60˚
80˚

베터리
제품 사이즈/중량

0.01 Lux
0.1 Lux
1 Lux
10 Lux
100 Lux
±2%
±6%
±2.5%

9V 배터리 1개
172 x 55 x 38mm / 약 250g

조도계(센서분리형)
MRS 25024 .......................................... 187,000원

조도계(센서일체형)
MRS 25025 ...........................................110,000원

높은 정확도와 빠른
측정, LCD 백라이트
기능, 최대 값 / 최소
값 측정 기능, 데이터
HOLD 기능, 본체와
분리 된 센서로 측정
이 편리함

사용이 간편, 자동 제
로 조정기능

1~200000Lux
0.1Lux 측정 (1~200Lux)
0.1Lux (0~200Lux),
분해능
1Lux (그 외 측정 범위)
151x83x26.5mm
제품 사이즈
측정범위

측정오차

±3%rgd ±0.5%미만

전원

9V 배터리

정확도

±2%

측정범위
정확도
분해능
제품크기
전원

1~100000Lux
±4%
1Lux
166x64x30mm
9V배터리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정속도
재현성
반응속도
제품 무게

1.5times/sec
±2%
1.5초
116.5g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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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파 측정기(칼라 LCD형)
MRS 25022 ......................................... 440,000원

계측기
조도계
MRS 24029 ...........220,000원

계측기

휴대 및 측정이 간편합니다.
규격
측정범위

135 x 72 x 33mm, 전원 9V
0.01~20,000Lux

전자파 측정기(간이식)
MRS 24032 ........... 132,000원

2018~2019
조도계(간이 밝기 측정기)
MRS 24030 ........... 110,000원

규격
측정범위

60 x 95 x 25mm, 70g
0~1,500, 0~15,000Lux
2범위(range)

전자파 측정기(디지털식)
MRS 24033 ...........275,000원

자외선 측정기(UV-MONI)
MRS 24031 ...........154,000원

자외선 강도를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소형,
경량의 간이측정기입니다.
크기

ø45 x 12mm

전자파 측정기(신형)
MRS 25026 ...........198,000원

전기

전지 전송 장치, 전
선, 전자레인지, 에
어컨, 냉장고, 컴퓨
오디오 등의 전자장 방
사강도를 측정, 데이
터 및 최고치에 대한
Hold기능, 건진지 교체
표시가 화면에 나타남.

규격
구성
전원

63 x 25 x 105mm/90g
측정범위 : 자계 0~300mG,
전계 0~500v/m, 자계 전계
전환스위치 부착, 주파수범위 :
20~200Hz
12v전지(부속), 약 20mA

가이거 뮐러 계수기
MRS 24035 ........... 770,000원

기체계수관(GM관)을 사용하여 방사선의 광
도에 따른 음파와 아날로그 계수를 나타내는
기기입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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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식 0~9,000CPM

측정범위
전원

0~2,000milli Gauss
AAA 4pcs

측정범위

200/2000mG, 20/200μT

분해능

0.1/1mG, 20/200μT

응답 주파수

30Hz to 300Hz

정확도

±5% at 50Hz/60Hz

샘플 레이트

0.5 second

배터리

AAA 배터리 3개

무게

약 119g

크기

143 X 68 X 28 mm

토양 산도&수분계
MRS 24036 .......... 330,000원

전자파측정기 스마트 이엠체커
MRS 74007 ............. 26,400원

본 제품은 토양중의 PH 및 습도 상태를 측정하는 기
기로서 대지기전식으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
로 토양중의 PH측정이 가능합니다.(전원 불필요) 몸체
는 소형으로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견고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임산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 pc와 핸드폰사
용이 많은 직장인도 생활 전자파를 측정하세요.

제품종류

산도계

수분계

측정범위

3.5~8ph

0~100%

측정단위

0.2ph

10%

구분
측정범위
0.1~2,000V/m
측정오차
30%
측정주파수
16Hz~100kHz
센서크기
30mm x ￠10
센서종류
Semiconductor Sensor
전자파적합인증(KC인증)
MSIP-REM-FT3-FEC-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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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측정기(염보오메도)
MRS 25027 ............... 6,600원

디지털 당도계
MRS 24039 .......... 770,000원

디지털 염도계
MRS 24038 ...........220,000원

측정범위
측정단위
오차범위

측정범위
크기

0~5.0%
0.1%
0~70℃

0~40도
205x15x15mm

염도계(굴절식)
MRS 24041 .......................................... 165,000원

온도 보정 기구를 내장
한 수지 굴절계입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 사용
하기에 편리합니다. 과
즙, 청량음료, 탄산음료,
두유 등의 농도 측정에
폭 넓게 사용됩니다. 눈
금과 숫자가 크기 때문
에 정확한 측정치를 편
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Zero 교정은 증류수로
합니다

온도 보정 기구를 내장한
수지 굴절계입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염분계는 식
염수, 바닷물의 농도를 측
정하는 용도로 고안되었
으며 염분의 정확한 농도
와 비중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눈금과 숫자가 크
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치
를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
다. Zero 교정은 증류수로
합니다

측정범위
측정정도
사이즈

Brix 0~32%
±0.2%
￠40x171mm

최소눈금
온도범위

0.2%
10~30도(자동온도보상)

금속탐지기(핸디형)
MRS 25028 ............................................ 99,000원

측정범위
측정정도
사이즈

0~28%
±0.20%
￠40x145mm

최소눈금
온도범위

0.2%
10~30도(자동온도보상)

금속탐지기(B형)
MRS 24043 .............................................77,000원

간단한 사용법으로 누
구나 손쉽게 사용 가
능. 공항 검색 및 산업
현장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 금속 탐지시 소리
및 진동으로 알림

최대 탐지 깊이
탐지 깊이
전원
사이즈

50mm
50mm
9V배터리
410x80x40mm

감지 표시
금속 크기
중량

오디오&진동
2x10mm
365g

가볍고 튼튼한 ABS 재질로 제작된 금속 탐지기입니다.
사양

길이 : 38cm, LED 전광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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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당도계(굴절식)
MRS 24040 .......................................... 165,000원

계측기

액체의 염분을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빠른 측정이 가능(약 3초)하고 측정범위가 넓어 과일 및 식품,
음료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당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온도보정 기능이 있어 차거나 뜨거운것도 측정이 용이합니다.
측정범위
0~53brix
측정단위
0.1brix
오차범위
±2brix

물리

2018~2019

도르레 실험세트(자석식)
MRS 31169 ����������������������������������������������������������������������������������������������������������������������������������������������� 88,000원
도르레의 원리를 이해 할 수
있고 추에 따라 가해지는 힘과
축바퀴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
로 큰 힘을 얻는 이치를 자석
식 도르래를 이용하여 실험과
설명(메모)이 가능합니다.

판매제품

규격

물리

사용예

자석 도르레 3개,
움직 도르레 1개,
고리자석 2개, 도르레
연결선(20m) 1개,
균형추(20g) 6개,
균형추(10g) 6개
※스탠드식 자석칠판
별매(154,000원)

도르래 실험장치(대형)
MRS 31002 ......................................... 363,000원

도르래 원리를 실험할 수 있는 다목적 지지대로 1련 고정결합,
고정 1련과 1련 결합, 고정 2련과 2련 결합을 동시 비교 실험할 수 있습
니다.

도르래 원리를 실험할 수 있고, 축바퀴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는 이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운동

도르래 실험장치
MRS 31001 ............................................ 88,000원

규격

보관상자 600 x 120 x 60mm, 도르래 2련 2개,
도르래 1련 3개, 추 10g 12개

규격

900 x 200 x 150mm, 도르래 1련 6개, 2련 2개, 3련 2개,
3련 병렬1개, 축바퀴 1개, 추(20g×8, 100g×2), 추고리 8개

도르래 실물세트(교사용)
MRS 31005 �������������������������������������������������������������������������������������������������������������������������������������������� 330,000원
매우 유용한 기구들은 간단한 기계, 힘, 기계적인 평형논증을 보충하는 것
으로 고안되었고, 거의 모든 물리적인 개념은 도르래와 그들의 구성과 연
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바퀴, 차의 기어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
한 설명을 돕습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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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x 125 x 610mm
도르래, 1연 8개, 3연 2개, 4연 1개, 고정 1개, 끈 1롤, 고리 8개, 고리추
7개(50gx5개, 20gx1개, 10gx1개), 슬롯추 15개(10gx2개, 20gx2개,
50gx2개, 100gx4개, 200gx4개, 500gx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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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축바퀴
MRS 31008 .............99,000원

도르래(10종)
MRS 74008 .............88,000원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지가 위
치에너지로 상호 변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습니다. 중앙에 축이 관통되어 있는 금속바퀴
는 길이 250mm인 빗장으로부터 매달려 있습
니다.

힘의 운동(힘의 원리,힘의 변화,일과 에너지의
관계 등) 실험에 사용됩니다.

축바퀴
MRS 31007
축바퀴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는 이
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
다.

규격
구성

Ø150 x 600mm
두꺼운 실 1조,
추고리 3개

구분
PVC
철제

가격(원)
66,000
88,000

1연 도르래4, 2연 직렬도르래2, 2연
병렬도르래2, 브레이크형 1연 도르래
2브레이크형 1연 도르래 2,도르래 줄

물리

규격

규격

300 x 160 x 450mm

도르래(PVC)

도르래(금속제)

MRS 31010

MRS 31011

힘•운동

힘과 운동(힘의 원리, 힘의 변화, 일과 에너지의 관계 등)의 실험에 사용
되며, 도르래의 종류에 따라 1련, 2련, 고정도르래 3종류로 분류됩니다.
(※ 움직도르래는 가벼운 것이 합리적임)
구분
1련
2련
고정

가격(원)
6,600
8,800
13,200

구분
3열직렬
3열병렬

힘과 운동(힘의 원리, 힘의 변화, 일과 에너지의 관계 등)의 실험에 사용
되며, 도르래의 종류에 따라 1련, 2련, 고정도르래 3종류로 분류됩니다.
(※ 움직도르래는 가벼운 것이 합리적임)

가격(원)
11,000
11,000

도르래(5종)
MRS 31012 ............................................ 33,000원

구분
1련
2련
고정

가격(원)
11,000
14,300
17,600

도르래(6종)
MRS 31013 ............................................ 55,000원

힘과 운동(힘의 원리, 힘의 변화,
일과 에너지의 관계 등)의 실험에
사용됩니다.

구성

5종 세트, Ø50, Ø40,
Ø30mm, 1련 도르래,
2련 도르래, 3련 도르래,
2련 병렬 도르래, 3련 병렬
도르래

힘의 운동(힘의 원리, 힘의 변화, 일과 에너지의 관계 등)의 실험에 사용되며 견
고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실험에 응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병렬식 규격
직렬식 규격

2연 도르래, 3연 도르래, 4연 도르래
1연 도르래, 2연 도르래, 3연 도르래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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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철 실험장치(비교형)
MRS 31168 ����������������������������������������������������������������������������������������������������������������������������������������������110,000원
용수철에 매달린 추의 무게를 각기 달리하여 늘어난 길이를 눈금 용수철
을 통하여 비교하여 보고, 그래프로 작성하여 추의 무게에 따라 탄성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본다. 추의 개수에 따라 늘어난 길이를 탄성력이
라고 하며 실험결과를 보드판에 직접 메모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규격
구성

본체비교판 : 600 x 500mm
철재봉 2개, 홀더 2개, 연결봉 2개, 지시용수철 2개, 추 10g 5개,
추 20g 5개

물리

용수철 실험장치
MRS 31014

힘•운동
<일반형>

<도르래부착형>

<정밀형>

규격
일반형
도르래부착형
정밀형
3단계용
투명 눈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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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용>

<투명 눈금형>

설명

규격

선경이 같고 굵기가 다른 2종류의 용수철을 이용하여 길이의
탄성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위의 실험외에 도르래로 변경하여 도르래를 연동한 용수철실험이
가능합니다.
초기 인장력을 없애 실험이 정확하며, 실험점을 표시하는
슬라이드 표시점이 있습니다.
3가지의 용수철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무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별매. 투명한 눈금자의 후면에 용수철을 달아서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x 430mm
용수철2종, 추30g 5개, 50g 3개
100 x 430mm
용수철2종, 추30g 5개, 50g 3개, 도르래 장치
110 x 140 x 500mm
추20g 5개, 30g 3개, 용수철2종
100 x 430mm
추10g3개, 20g 3개,30g 3개, 50g 3개
눈금자 수직300mm, 추10g 5개, 용수철 강·약
각2개씩, 눈금지침걸이

가격(원)
55,000
55,000
66,000
66,000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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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힘의 합성 실험장치
MRS 31017 ............. 33,000원

힘의 합성기(원판식)
MRS 31018 .............33,000원

힘의 합성기(조절식)
MRS 31019 ............. 77,000원

오차가 많은 기존의 실험 방법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이름과 일치하는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는 실험 장치입니다.

용수철저울을 이용하여 2개 또는 3개의 힘의 각도, 방향변
화로 힘의 분산, 힘의 평형, 힘의 합성 등을 실험합니다.

사각판 중심에 고무줄을 걸 수 있는 슬라이드
고무줄걸이와 고무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
게 슬라이드 홈이 있습니다.

규격

350 x 250 x 80mm

규격

규격

300 x 400 x 18mm (용수철저울 별매)

힘의 합성 구조 분해 실험기
MRS 31020 ������������������������������������������������������������������������������������������������������������������������������������������������77,000원
실용실안·의장등록 출원중

역량계

중심링
도르래
슬롯추

ㆍ 구조와 실행 : hanging thread(실걸이)를 이용하여 힘의 구조와
성분을 둥근 링에 모으고 링의 중심은 원래 좌표에 위치시키면,
힘의 성분은 몇 개의 고정된 값의 slot weight(슬롯중량)으로 나타내
어지고, 좌표의 도면확대기는 hanging thread(실걸이)의 경사각을
보여주며, 힘의 구조는 circle ring과 연결된 dynamometer(역량계)
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산했던 실험값과 동
일한 힘의 구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격

힘의 합력 실험기(목재 받침형)
MRS 31021 .......................................... 143,000원

Ø320 x 650 x 200mm, 추 20g-10개 1조 포함

힘의 합력 실험기(레일형)
MRS 31022 .......................................... 231,000원
알루미늄레일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용수철저울을 삼각
고리에 연결하여 두 힘의 합력과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입니
다.

ㆍ 힘의 학습에 이용되는 힘의 합력 실험기로서 힘의 균형조건을 조사
하고 힘의 평행사변형, 힘의 합성·분해학습에 사용합니다.
ㆍ 용수철저울은 눈금을 이동부에 넣는 것에 의해 힘의 크기가 당겨
나온 길이로 표시되고 시각적으로도 알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
다.
구성

용수철저울 3개, 50g 추 8개, 추고리 3개, 삼각고리 1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성

알루미늄레일 600mm×1,
캐리어×2, 레일마구리×2,
연결봉×2, 연결용관×2,
삼각고리×1, 추×8,
용수철저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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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운동

좌표판

ㆍ 사용 : 물리실험용으로 plane-cross적인 힘의 체계의 균형상태
하에 힘의 구조와 구성요소 사이의 벡터관계를 증명합니다.
이 실험은 직각좌표와 vector drawing에 의해 바로 입증될 수 있으
며, calculation papers를 이용하여 계산(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

구성

Ø200mm
각도판(0~360°) 1개, 고리(실) 3개 부착,
용수철저울 1kg 3개

물리

2018~2019

추(10개입 세트)

추(낱개)

MRS 31023

MRS 31024

물리

무게/수량

가격(원)

무게/수량

가격(원)

10g / 10개 1조 상자입
20g / 10개 1조 상자입
30g / 10개 1조 상자입
50g / 10개 1조 상자입

11,000
14,300
17,600
33,000

200g / 1개

11,000

300g / 1개

14,300

500g / 1개

22,000

100g / 10개 1조 상자입

48,400

1kg / 1개

48,400

공 3종

쇠구슬

역학용 금속추

MRS 31027 .............. 17,600원

MRS 31026

MRS 31025

다목적 역학실험(힘의 평형, 지레
의 작용, 운동과 위치 에너지 측정,
도르래의 연비실험 등)에 사용되
며, 황동제로써 추의 상면에 질량
표시가 되어 있고 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힘•운동
다목적 역학실험(운동량, 일량 등의 측정)에
시료로 사용됩니다.
구분
A형

규격
5종 1조(20, 50, 100, 200, 500g)
8종 1조(20, 30, 50, 100, 200, 300,
B형
500, 1,000g 황동제)

가격(원)
55,000

규격
Ø10mm
Ø15mm
Ø20mm
구성

구성

탁구공, 당구공, 테니스공

121,000

힘의 측정 원리
MRS 37000 ............................................ 28,600원

용수철에 가해진 힘의 크기를 잴 수 있고 용수철을 이용한 압력계 저울
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특징

지주봉에 눈금이 있어 측정이 편리합니다.

규격

누름 스프링 4ea, 눈금 지주봉 4ea, 실험 추 Φ25x1.5Tx12ea, 추 보관 상자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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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400원
6,600원
8,800원
10개 1조

혼합 추 세트
MRS 74009

구분
A형
B형
C형

규격
50g ×10개
혼합형(200g×2, 50g×2, 10g×2)
200g×4개

가격(원)
22,000
33,000
3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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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용수철(밈용)
MRS 31031 ............. 26,400원

용수철(지시바늘 5종)
MRS 31032 ..............16,500원

용수철을 수레나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할 때
힘의 크기와 용수철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힘의 크기를 비교 실험하고 초기 영점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시침을 사용합니다.

용수철(당김용)
MRS 31030 ................ 5,500원

용수철을 일정한 힘으로 잡아 당기거나 추를 매달아 질
량의 변화와 용수철의 변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선경 Ø0.5×권경 10mm,
길이 50mm, 10개입

규격

선경 Ø0.5×권경 10mm,
길이 50mm, 눈금부(10개입)

규격

용수철(3종)
MRS 31034 ................3,850원

5N(Ø20mm),3N(Ø18mm), 2N(Ø18mm),
1N(Ø15mm),0.5N(Ø15mm)

용수철(5종)
MRS 31035 ............... 6,600원

힘•운동

①
②
①
규격
①
②
구성

선경(mm)
1
0.5

권경(mm)
길이(mm)
16
50
10
50
2종 1조, 상자 入

권경 15mm, 선경 Ø0.8mm,
길이 200mm
권경 20mm, 선경 Ø0.8mm,
길이 200mm

선경(mm)
1
0.5
0.5

①

③

권경(mm)
길이(mm)
16
50
10
50
6
50
3종 1조, 상자 入

가격(원)
4,400
5,500

규격
①
②
③
④
⑤

②

선경(mm)
1.2
1
1
0.5
0.5

③

④

⑤

권경(mm)
20
16
8
10
6

길이(mm)
40
50
36
50
50

용수철(탄성용 누름)
MRS 31038

MRS 31037

MRS 31036

규격

규격
①
②
③
구성

②

용수철(탄성용, 당김)

용수철(200mm)

물리

용수철(2종)
MRS 31033 .................2,750원

구성

규격

가격(원)

규격

가격(원)

Ø10 x 100mm

1,320

Ø20 x 100mm

1,650

Ø20 x 100mm

1,760

Ø40 x 100mm

2,200

Ø40 x 100mm

2,86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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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실험기
MRS 31015
실용실안·의장등록 출원중

......................................... 220,000원

탄성력 실험장치
MRS 31016 .............................................77,000원

매달린 물체의 무게 차이가 스프
링 길이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무
게의 다름을 직관적으로 이해 가
능하고, 눈금선이 그어져 있어 수
치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동일한 용수철에 매다는 추의
개수에 따라 늘어난 길이를 탄성
력이라고 하며, 힘의 크기에 비례
하여 늘어나는 길이를 실험합니
다.

규격
재질

380 x 120 x 320mm, 각
직경 16 x 25mm
철 40g, 알루미늄 14g,
신주 43g, 구리 45g, 스텐
23g, 아크릴 6g

물리

단진동 실험장치
MRS 31042 .............. 71,500원

규격
구성

용수철저울(투명원형)
MRS 31040 ......... 각 8,800원

270 x 90 x 460mm
추30gX15EA, 용수철 5개

용수철 저울세트(6종)
MRS 74010 .............66,000원

힘•운동
스탠드에 용수철을 설치하고 추를 걸어 용수철
의 복원력에 의한 단진동 실험으로 역학에너지
의 보존법칙을 알아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 스탠드 별매 가격: 26,400원)
구성

500g, 100g 추 각 1개, (스프링용)거치대
1개, 접시 1개

기초역학을 실험하는데 있어서 작용되는 힘
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투명하여 학
생들이 보기가 용이합니다.
규격

규격

200g(2N), 250g(2.5N), 500g(5N),
1000g(10N), 2000g(20N), 5000g(50N)
(6종세트)목상자입

100g(1N), 250g(2.5N), 500g(5N),
1000g(10N), 2000g(20N), 3000g(30N),
5000g(50N)

단진자 실험장치(고급형)
MRS 74011 ......................................... 198,000원

신기한 진자(공명)
MRS 74012 ..........................................110,000원

철재스탠드 보드판을 사용
1m20cm 2개의 지주를 세워 진자
실험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
다.

진자의 주기는 길이에 따라 달라
진다. 길이가 길수록 주기가 길어
진다. 따라서 줄이 길수록 진자가
천천히 왕복운동 하게 된다.

※실험예

철재스탠드
보드판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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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x 295 x 75mm,
무게 5.2kg
추(50g, 100g, 200g 각
1개) 3개, 각도기 1개,
2m 줄자 1개, 실 1타레,
스카치테이프 1개

규격
실험1 : 그림과 같이 이중
진자가 있습니다.
하나만 흔들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찰해
봄시다.

실험2 : 그림과 같이 길이가 다른
3개의 진자를 준비합니다.
이 중에서 진자를 직접
흔들지 않고, 막대만
조금씩 흔들어서 하나의
진자만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속품

395 x 300 x 100mm,
철구 Ø20mm 4개
추20g 4개,
스카치테이프 1개,
실 1타레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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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진자 실험기
MRS 31045 .... 스탠드 154,000원, 벽걸이 88,000원

진자 운동 실험기(스탠드 장착형)
MRS 37001 .......................................... 198,000원

중력, 가속도 측정에 쓰이
며 진자의 길이에 대한 진
동주기, 질량의 변화에 대
한 진동주기의 관계 등을
알아보는 기구로 작용점
에 힘의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한 칼날모양의 날을
설치하였습니다.

<실험 예1>

<실험 예2>

진자의 기본적인 실험을 행하는 진자용 무게추 세트와 실험용 스탠드
세트이며, 스탠드 지주는 클램프를 이용하여 책상에 간단히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

철종 3종 4개(大 1개, 中 2개, 小 1개), 수지구 中 1개, 실패 보빈 2개(추
메다는 실, 지주 Ø12mm에 취부 가능), 진자용 지지봉(2개 동시 취부
가능), 각도판(수지제), 충돌실험용 아타치멘트(금속제), 실 나사고정식
스테인레스제 지주 Ø12 x 650mm, C형 클램프(지주 취부 가능, 최대
물림 폭 55mm), 지지용 클램프(적·흑색 분리나사 부속)

0~1m

연결실

짧은 실/1300mm, 긴 실/2350mm 각 1개 (양쪽 고리가 있는)

각도판

120W x 60D mm 5℃ 눈금

단진자 실험장치 만들기
MRS 37002 .......................................... 132,000원

ㆍ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ㆍ 갈릴레이 단진자실험, 푸코의 진자실험, 공진실험 에너지 보전법칙
등 한제품으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ㆍ 설명서가 포함되어 조립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설명서에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기구들도 스스로 구성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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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실험 세트
MRS 31047 ......................................... 220,000원

길이 조정 범위

물리

스탠드식 높이
1,200mm
진자 50g, 100g,
200g,
구성
3종 1조
진자주기운동, 장치부
규격

상하 이동만으로 진자의 길이를 최대 1m까지 바꿀 수 있는 진자 운동 실험
장치입니다. 진자를 흔들며 길이를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진자
의 움직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연결실과 함
께 일자형과 V자형, D자형으로 원하는 타입으로 추를 매달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추는 10g 분동이 3개 포함, 3단계 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V자형의 경우 설정하는 진자의 길이에 따라 2종류의 연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

2018~2019

물리

단진자의 주기
MRS 31049 ......................................... 220,000원

진자의 공명
MRS 31050 ......................................... 264,000원

서로 다른 질량의 진자를 통하여 진자의 주기가 질량에 상관없음을 알
아보고, 진자의 주기와 진자의 길이, 중력가속도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진이란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진동계에 외부에서 같은 진동
수를 가진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아 진폭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말
합니다. 서로 길이가 다른 진자가 매달려 있을 때 어느 한 진자의 주
기와 같은 주기로 흔들어주면 이 진자만이 공진을 일으켜 진동하고
나머지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길이가 다른 진자가 매달려 있는 다
중진자를 통하여 공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운동

규격
구성

200 x 300 x 340mm
질량이 다른 진자 3종, 진자걸이, 지지대

쌍진자 - 에너지 전달
MRS 31051 ......................................... 220,000원

같은 주기의 진자를 같은 기둥에 매달았을 때 한 쪽을 진동시키면 이
진동이 정지되어 있던 다른 한 쪽의 진자를 진동시키고 결국 먼저 진동
하던 진자는 에너지를 모두 전달하고 정지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다
시 이 진자는 정지된 처음 진자에 의해 에너지를 다시 전달받아 진동하
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계속되고 진자의 에너지가 저항으로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진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기의 진자를 한 기둥에 걸었을 때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169

200 x 300 x 330mm
주기가 같은 진자 2개, 고정축, 지지대

규격
구성

200 x 300 x 340mm
길이가 다른 진자 4개, 구동핸들, 지지대

공진진자
MRS 31052

.......................................... 176,000원

스프링 정수가 똑같은 2개의 코일스프링에 따른 공진현상을 관찰하고,
코일스프링의 권수와 주기의 관계, 무게와 주기의 관계, 양자의 위상의
관계 등의 실험관찰이 가능합니다.

규격
구성

지지대의 전체높이 : 약 850mm
코일스프링 : 大 2개, 小 1개,
무게추 : 大 2개, 小 1개, 후크부착고무줄 부속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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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충돌 실험기
MRS 37004 ������������������������������������������������������������������������������������������������������������������������������������������1,210,000원

정역학 실험세트
MRS 31054 ...........264,000원

도르래, 힘의 평형, 지레, 축바퀴, 진자운동,
빗면실험 등을 다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종
합역학실험장치입니다.

구성

보관상자(200 x 600 x 100mm,
도르래(1연 2개, 2연 2개), 지레(관평) 1개,
축바퀴 3단 1개, 진자용 추(20gx20개,
50gx2개) 평행사변형빔 1개(도르래장치
2개 포함), 빗면 활주대(상자용) 1조,
실험용 수레 1개, 접시 2개, 각도기

용수철식, 초속 3단절환
전자기식, 마이크로 스위치에 의한 동시 낙하
직경 40mm, 플라스틱 제 2개
직경 24mm ,자석제 2개

후크의 법칙 실험기구
MRS 31055 ............. 72,600원

진자운동 비교 실험장치
MRS 31056 ........... 110,000원

가볍고 정밀하게 제작되었으며, 움직일 수 있
는 밀리미터 눈금자와 조정 가능한 스프링 행
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신장이
하중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후크의
법칙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에 달린 진동추의 일정 주기 동안의 진
동수를 세어봄으로써 현 운동을 보여주는데
활용됩니다.

진자의 길이에 따른 진자운동의 주기를
비교 실험할 수 있습니다.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 1개, 진자의 길이가 다른
플라스틱 구 5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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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장치
낙하장치
낙하구(대)
발사구(소)

물리

ㆍ 낙하하는 물체(대구)와 사정거리 약 1400mm를 멀리해 발사된 물체(소구)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것으로 고확률의 실험 결과로서 시연효과가 좋
습니다.
ㆍ 일체형으로 조정이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ㆍ 방향 지지간이 붙어있어 릴리즈조작에 의한 장치의 진동이 없어 실험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리

2018~2019

역학적 에너지 실험장치
MRS 37005 �������������������������������������������������������������������������������������������������������������������������������������������� 880,000원
ㆍ 수직 방향, 수평 방향에 대해 실험할 수 있습니다.
ㆍ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
도록 되어있습니다.
※ 부속품 : 가이드 막대기, 낙하추, C형 클램프, 진자 장치 보호 고무판,
실리콘 그리스 파이프의 마찰 측정용 부품, 베이스 부분이 확고한 구
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치수 14지름x120mm
슬리브 본체 24지름x30mm
본체

90x140mm

지주

15x30x690mm

물리

역학적에너지 실험기
MRS 31058 ���������������������������������������������������������������������������� 176,000원

재질
재질
부속품
재질

금속기준판 부착
특수 수지체결 나사부착
눈금판, 눈금있는 버팀대, 설
치 나사 지지대 고정나사
금속 0~600mm 눈금 부착

이차원 충돌 실험기
MRS 31060 ............. 72,600원

힘•운동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는 에너지가 있음을 실험(위치에너지) 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레일에서 구
른 작은 구가 나무조각에 부딪힘으로 나무조각이 움직인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
이 원터치로 행해지며, 수지제인 레일은 매끄러운 슬로프가 되어 재현성이 뛰어납니다.
(정사각 3단계)
구성

본체
작은 구

금속제, 전장 약 1,000mm, 수지제 레일 조립, 정사각 3단계 조절 가능(원터치 교환식),
측면 스케일 부착(0~30cm)
강구 3개(대·중·소), 목재 블록 부속

충돌 실험기 A형
MRS 31059 ����������������������������������������������������������������������������154,000원
다양한 충돌 실험을 할 수 있는 제품!

접이식으로 차와 충돌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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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플라스틱 레일 두개
를 각각 임의의 높이로 설정한
뒤, 각각 다른 두 개의 경사면
을 타고 내려오는 구슬의 운동
을 비교하는 실험이 가능합니
다. 경사면의 높이는 5cm 간
격으로 원터치로 조절할 수 있
습니다. 경사면용 지주를 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일 본
체도 접이식이므로, 컴팩트하
게 수납할 수 있으며 레일 부
분을 접은 채로 실험하여 구슬
의 낙하 및 수레와의 충돌 등
실험 폭이 넓습니다.

900 x 140 x 320mm(레일 연장 시), 450 x 140 x 70mm(수납 시)
충돌 실험용 자동차 2개, 충돌 실험용 나무조각 2개, 실험용 쇠구슬 3종 각 2개씩, 실험용
유리구슬 1종 2개

이차원에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의
총 운동량을 조사하여 운동량의 보존법칙을
실험(증명)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90 x 260 x 230mm, 경사레일
길이 400mm,
충돌구 19mm 2개, 15mm 2개, 12mm
2개, 충돌지침 추 1개

빗면 곡면 비교 실험대
MRS 31076 .............66,000원

두 개의 빗면 곡면에서 움직이는 쇠구슬의 에너
지 전환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
서 바닥까지 직선인 통로가 가장 빠른 통로인지,
2개의 통로에서 서로 출발점이 다른 쇠구슬이
똑같이 바닥에 도달할 수 있는지 바닥에 종이가
설치되어 있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구성

10g 추 10개, 50g 추 3개, 실험용 수레
1개, 빗면 활주대 1개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빗면 마찰·가속도·포물선 실험기
MRS 31065 .......................................... 187,000원

MRS

가속도·충돌·위치 - 운동에너지 실험기
MRS 31066 .......................................... 187,000원

<가속도 낙하 포물선 실험 예>

<가속도·낙하 실험 예>

<빗면 실험 예>

<위치·운동에너지 충돌실험 예>

고정 도르래

규격
구성품

100 x 1,050 x 600mm
수레, 물체 2종, 접시, 구슬, 높이조절 각도판

ㆍ 경사면을 구르는 구의 속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교과서
에 실려 있어도 실제로 실험해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
다.
ㆍ 측면 각도판 높낮이의 위치를 조절하여 쇠구슬을 경사면에 낙하시켜 물체를 충
돌시켜 봅니다. 위치·운동에너지를 알 수 있습니다.
ㆍ 책상 골부분에 실험장치를 맞추어 쇠구슬의 낙하 실험을 통해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 속도측정기 별매 : 99,000원

규격
구성품

100 x 100 x 280mm
ㄷ자골대 2개, 쇠구슬, 물체 2개, 높이조절 각도판

빗면 실험장치
MRS 31068 ......... 초등 110,000원 / 중등 110,000원

대형사면 마찰실험대로 견고하고 안정되게 제작되어 교사연구용으로
필수이며, 만능지지대가 부착되어 시간기록계 고정 도르래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자유로이 조절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등을 실험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서 구간거리가 cm단위
로 눈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힘•운동

대형 빗면 실험장치(교사용)
MRS 31070 ..........................................374,000원

물리

ㆍ 본 제품은 한대의 기구로 등가속도 운동에 의한 질량의 변화, 운동량 보존의 법
칙, 표면의 마찰 실험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써 평면의 지지대에는 구간 거리를
알수 있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ㆍ 경사각을 조절하여 질량이 다른 구슬을 낙하시켜 봅시다. 속도의 변화와 낙하지
점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실험 테이블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속도측정기
를 사용하여 속도를 알아봅시다.
ㆍ 빗면 마찰 실험이 가능합니다. 수레와 마찰물체의 경사각을 조절하여 실험해 봅
시다. (고정도르래 이용)
※ 속도측정기 별매 : 99,000원

규격

1,800 x 200 x 500mm(높이 조절 가능), 각도기 부착

규격
구성

·초등 : 700 x 100 x 40mm ·중등 : 1,000 x 150 x 25mm
각도 조절기 부착, 도르래 1개, 접시, 추 20g 5개

빗면 실험장치(각도 조절식)
MRS 31072 ......................................... 264,000원

빗면 실험장치(각도 수레형)
MRS 31073 .......................................... 132,000원

등가속도 운동 등을 실험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서 각도조절이 가능하며 지지대가
견고하고 빗면에 레일이 설치되어 안정되고 오차 없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0°에서부터 45°까지의 경사면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의 실험을 통해, 평
면과 경사면에서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규격
구성

1,000 x 120 x 180mm
각도조절기 부착, 도르래 1개, 접시 1개, 수레 1개, 추 50g 5개, 추 20g 5개, 10g 5개

규격
구성

빗면 800 x 120mm, 철제받침대 450 x 150 x 25mm
수레 1개, 추 50g 5개, 각도계 1개, 접시 1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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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마찰력 실험기
MRS 31080 ............................................ 39,600원

두 물체가 접촉한 상태로 상대운동을 하면 그 운동방향을 방해하려는
반대방향으로 마찰력이 형성되고 그 크기는 접촉면에 작용하는 수직항
력에 비례하여 형성됩니다.
규격

빗면 마찰 실험기(목재)
MRS 31081 .......................................... 176,000원

경사각도 조절이 편리하며 각도와 거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규격
구성

받침대 500 x 5mm, 마찰블록 100 x 40 x 30mm,
추 500g x 3개, 용수철저울 1N

물리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빗면실험
MRS 31082 ......................................... 352,000원

1,060 x 100 x 310mm
나무토막 2종, 접시, 수레, 실, 각도판, 도르래

평면 무마찰 실험장치
MRS 31069 ......................................... 330,000원

수레0점 조절
(풀림
잠김)

힘•운동

고무줄 걸이

높이 조절봉
(빗면·위치에너지)

각도기

도르래
기록타이머 설치대

<기록타이머 없을 때>
<기록타이머 설치모습>

• 운동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수레바퀴의 마찰저항
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바퀴부분에 레일이 있습니다. 수레의 후진 거리에 따라
속도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이동거리 측정 슬라이드 표시점 있습니다.
• 물체의 이동거리 눈금과 수레(질량)의 이동거리 눈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
치에너지, 빗면실험은 본기기를 이용하여 수레가 지닌 질량과 높낮이에 의한 위
치에너지의 질량을 추를 첨부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레일 1,200 x 140 x 50mm
물체, 수레, 추(100g), 타이머설치대, 접시, 각도조절기, 도르래,
슬라이드 표시점 (※ 스탠드 별매)

• 레일이 직선이 아닌 평면으로 되어 물체가 계속 회전 및 운동을 합니다.
• 송풍기(휀)이 일체(내장)형으로 공간의 제약이 적습니다.
[주의사항]
실험장치 바닥면 바람 투입구에 종이 및 물체가 없도록 하십시오. 물체들
이 빨려 올라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규격
물체

290 x 400 x 90mm
사람인형 물체: 130 x 130 x 50mm,
원판: 지름 100mm x 2T (2종류)

위치에너지 전환 측정기, 중력가속도 측정기
MRS 31083 ��������������������������������������������������������������������������������������������������������������������������������������������� 165,000원
<제품사진>

<실험 예>

ㆍ 수직평면 지지대는 눈금이 있습니다. 2종의 구슬을 출발시킬 수
있으며, 낙하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ㆍ 속도측정기를 이동하며 실험해 보세요. 낙하속도가 다릅니다.
ㆍ 투명 아크릴 파이프를 사용하여 물체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ㆍ cm/s 속도단위에 놓고 실험하면 잘됩니다.
ㆍ 역학적에너지 보존법칙 실험이 가능합니다.
※ 속도측정기 별매 : 99,000원
규격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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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x 712 x 1,020mm
각도판, 쇠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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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용 수레(중등)
MRS 31084 .............................................77,000원

등속, 가속도, 가속에 의한 질량의 변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스프링에
의한 정지관성 작용 등의 실험에 쓰이며 추의 질량이 같은
수레 2대를 1조로 합니다.

등속, 가속도, 가속에 의한 질량의 변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스프링에
의한 정지관성 작용 등의 실험에 쓰이며 추의 질량이 같은 수레 2대를
1조로 합니다.
90 x 90 x 300mm, 추 500g 2개 1조,
용수철 장치부

규격

역학용 수레(정밀형)
MRS 31087 ...........................................110,000원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강력한 자석을 고정시켰으며, 바퀴는 베어링을
사용하여 마찰 저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등속, 가속도, 가속에 의한 질량의 변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스프링에
의한 장치 관성 작용 등의 실험에 쓰입니다.

힘•운동

역학용 수레(운동에너지용)
MRS 31086 .............................................77,000원

물리

80 x 150 x 45mm 철제 2개 1조, 추 자석 장치부,
스프링 2개

규격

역학용 수레(고등)
MRS 31085 ............................................ 88,000원

규격

150 x 100 x 40mm, 수레 2개 1조
수레 1조, 추 100gx3, 용수철 장치, 네오디움자석x8,
기록지 고정대

구성

실험용 수레
MRS 31089

규격
구성

150 x 70 x 80mm, 수레 2개 1조
수레 1조, 다이케스닝제, 탄성장치추 250g 2개

역학용 전동차
MRS 31095 ............. 26,400원

역학용 수레(다용도 수레)
MRS 31090 ..............15,400원

전동식으로 빗면 실험대에서 추를 올려 놓고
비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등속, 가속도, 가속에 의한 질량의 변화, 운동
량 보존의 법칙, 스프링에 의한 장치관성작용
등 역학운동 탐구 실험에 필요한 장치 기구로
서, 알루미늄 정밀 제작으로 가볍고 견고합니
다.

A형

B형

미끄러짐이 매우 우수한 활차를 용수철이나 고무줄
로 밀고 당김으로 작용점의 크기, 빗면 실험대를 이
용한 등속측정, 비례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규격

가격(원)

A형

100x150mm, 철제(턱 있는 수레)
50x70mm(턱 없는 수레),
아크릴제(자석 별매)

17,600

B형

13,200

규격

45 x 69 x 58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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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뉴턴 제2법칙 실험기
MRS 31091 .......................................... 132,000원

뉴턴 제2법칙(가속도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험장치입니다.
규격

930 x 120 x 190mm

2018~2019
지레 실험장치
MRS 31104 .......................................... 187,000원

팔 길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등분하여 고리를 만들어 물체를 걸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고정팔에는 수직자를 좌, 우로 이동시켜 움직팔의 기울기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헤드부분
에는 각도판이 붙어 있어 기울기 각도를 알 수 있고, 각종 도르래 실험과 역학 실험을 할 때에는 움
직판을 분리할 수 있게 하여 고정팔 고리를 이용하여 안정된 역학 실험을 할 수 있으며, 팔 중심축
에는 베어링을 사용해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여 작동이 부드럽고 오차가 적습니다. 이 장치는 자석
칠판에 붙일 수 있으며, 교수용으로 적합하고, 헤드에 철봉을 꽂은 상태에서 칠판에 부착하면, 철봉
이 칠판 밑 부분에 닿아서 지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습니다.(자석칠판 사용)

물리

규격

1,060 x 120 x 80mm (도르래, 용수철, 추, 용수철 저울 별매)

포물선운동실험장치(정밀형)
MRS 31094 .......................................... 132,000원

구슬이 기록지에 자동적으로 경로 기록점을 남길 수 있어 조작이 간편하고 오차
도 적은 신형의 기기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포물선운동 실험에 사용하는
것으로 16개의 기록 점을 기록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가 정밀합니다.

쇠 구슬을 이용해서 기록지에 구슬의 이동 경로를 남겨 포물선 운동 실
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힘•운동

포물선운동실험장치
MRS 31092 .......................................... 154,000원

규격
구성

450 x 150 x 630mm
강구 2개(추가 준비물 : 모눈종이, 도장인주)

규격

440 x 260 x 110mm

무마찰실험장치(에어트랙)
MRS 31106 �������������������������������������������������������������� 858,000원(포토게이트 타이머 별매 : 440,000원)
마찰이 없는 상태(무마찰)에서 역학 실험, 주기운동 실험, 등속 및 등가속실험,
운동량 보존실험 등을 실험하는 기구입니다.
※ 트랙 위에 아주 많은 작은 구멍을 통해 고압의 압축 공기를 배출 시켜 활주체
(글라이더)를 공중에 띄운 상태로 운동 함
※ 실험 내용 : 1. 속도측정, 2.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한 가속도 측정,
3. 중력 가속도 측정, 4. 운동량 보존(그림 3참조),
5. 역학적 에너지 보존(그림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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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활주 기능 범위
구성

1,650 x 90 x 120mm
L=150mm, 500g≤M≤800g
송풍량 조절 송풍기, 기타 부속품 세트

초시계
광센서
전원
측정범위
구성

포토게이트 타이머
디지털, 1/1000, 칩 메모리별매:99,000원
154,000원
AC 220V
0.001~99.9초
광센서 2개 1조, 리드선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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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기록계(방전식 정밀형)
MRS 37007 ���������������������������������������������������������������������������������������������������������������������������������������������352,000원
ㆍ 방전식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타점의 원인이 되는 진동을 사용하지 않고 방전 바
늘이 테이프에 기록됩니다. 테이프의 주행 마찰 저항이 적고 안정적이고 선명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ㆍ 방전 횟수를 3 단계로 전환 할 수 있으므로 운동체의 속도에 맞게 기록이 가능합니다.
ㆍ 철제 스탠드 집게로 본체와 단단히 결속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방전 주파수
기록용 테이프
본체 재질
크기
전원
부속품

시간기록계(전도식)
MRS 31099 .......................................... 198,000원

물리

시간기록계(타점식)
MRS 31098 ............................................ 55,000원

3 단계 전환
25 · 50 · 100 회 / 초 (50Hz 지구)
30 · 60 · 120 회 / 초 (60Hz 지역)
방전 기록지 폭 12mm, 길이 40m
ABS 수지
98 (W) × 94 (D) × 49 (H) mm
AC 100V, 50 / 60Hz
방전 기록용 테이프 1 권, L형 클램프 원격 스위치

종이의 마찰과 소음이
적어지고 타점은 선명
하게 나타납니다.

90 x 140 x 40mm
AC 220V/60Hz
전도식 SR2000 Type, 저압
구성
전기 전도에 의한
스파크 기록 방식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 및 감속의 측정에 쓰이며, 일정한 속도로 진동하여 기록지
에 타점을 기록합니다. 타점 트랙을 지나가는 기록지의 속도에 따라 타점의 간격이
주어집니다. (특수 열처리된 기록지 사용으로 먹지가 필요 없습니다.)
※ 타점식 시간 기록지 : 1,760원
규격

규격

금속제(정밀형)

시간기록계(스파크형)
MRS 31097
실험 및 조립 예
테이프 주입
방향
테이프 주입 손
잡이

<속도와 가속도 측정 실험>
본
1.
2.
3.

<시간기록계 조립>

제품은 스파크 방식이라 전극에 전기가 흐릅니다.
사용 시 테이프 주입구에 금속이나 이물질 확인 및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록 테이프 외에 사용하지 말 것(타 물질을 사용시 전극이 이탈되면 작동이 안됨)
기록 테이프를 사용할 때만 전원을 켤 것

시간기록계를 이용하여 종이 테이프에 찍힌 타점을 분석하여 속도와 가속도, 힘과 질량 그리고 가속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기기로서, 반도체
를 이용한 주파수 발생으로 주기가 일정하고, 열감응 기록지에 순간 스파크 기록 방식을 채택하여 타점이 선명, 정확합니다. 특히 소음이 작고 기록
지에 마찰 저항이 작습니다.
구분
A형
B형

규격
110x65x40mm (보관상자입)
110x65x40mm (보관상자입)

구성
열감응 기록지, 고정용 크램프, 테이프걸이대, 낙하운동추, 타이머 고정봉, 주파수 변경범위 : 40, 50, 60Hz
열감응 기록지, 고정용 크램프, 테이프걸이대, 낙하운동추, 타이머 고정봉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원)
165,000
121,000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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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식 시간기록지
: 22,000원

물리

2018~2019

위치에너지 측정 장치
MRS 31102 ............................................ 88,000원

위치에너지 실험기(속도 측정기 포함)
MRS 37008 ......................................... 330,000원

물체의 질량, 물체의 위치, 즉 기준면으로
부터의 높이에 따라 위치에너지를 관찰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막대를 밀어내리는
일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ㆍ 추의 위치에너지와 역학 대차의 운동
에너지를 말뚝 치는 깊이로부터 측정
해 일의 양과 질량, 높이, 속도와의 관
계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함.

(※ 스탠드 별매 : 26,400원)

규격
말뚝
중량

물리

구성

총 높이 약 650mm
알루미늄제 (19x19x140mm)
약 2.6kg
추의 중량비 1(약 60g) : 2(약 120g)
: 3(약 180g) 각 1개 (추의 조합으로
부속품 중량을 6단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 클램프 1개, 지우개 1개, 속도
측정기

추 100g, 200g, 300g, 낙하지시봉
Ø8 x 600mm

속도측정기(케니스)
MRS 74013 .......................................... 132,000원
규격
속도측정

힘•운동

적산표시
발광부 센서
수광부 센서
액정표시
전원

60X70X63mm
초속(0.00~99.99m/초),
시속(0.00~360.0km/시)
0.00~999.9초
(스톱워치모드)
적외발광 다이오드
차광시 하이레벨
출력포토IC
(가시광Cut수지)
표시부 디지털표시,
크기 46X20mm
건전지 4개 (별매)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역학운동(속도측정, 낙하
운동, 진자운동) 실험에 상용된다.
본체 내부에 있는 2개소의 적외선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초속, 시속)을 고정밀로 측정
하여 디지털 숫자로 표시함.
※초속ㆍ시속 단위 전환의 가능한 속도측정기능. 시간계측이나 램프 타임계측
에 편리한 스톱워치기능, 진자실험 등 물체가 통과한 때의 사운드(소리) 기능

속도측정기(Beespi)
MRS 31109 .......................................... 132,000원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속도
측정기로 본체 내측에 있는
2개소의 적외선 센서부를 통
과하는 시간차로부터 속도를
디지털로 표시합니다. 기능
으로서 속도, 랩타임, 적산랩
타임이 측정가능하며, 2개를
사용하면 가속도의 산출도
가능합니다. 5회까지의 측정
기록 저장이 가능합니다.
중량
랩타임
기능
속도
규격
적산랩타임
전원

약 55g(전지제외)
최장 99.99sec
시계기능, 저장기능
최대 99.99km/h
약 60 x 60 x 50mm
최장 99.99sec
건전지 2개(별매품)

역학 활주대(빗면 활주대)
MRS 31119
등속, 가속도, 가속에 의한 질량의 변화, 운동량 보존의 법칙 등의 실험
보조기구로서 경사면 조절이 가능하고 수평면 적용 시, 탄성실험이 가능
합니다. 운행면은 3줄의 트랙으로 되어 수레의 직진성이 매우 좋습니다.
역학용 수레, 시간기록계, 광센서, 메모리 초시계 등의 설치가 용이하고
견고하여 실험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시간기록계, 역학용 수레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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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가격(원)

A형

1,800 x 150mm, 알루미늄 제품

209,000

B형

1,200 x 150mm, 알루미늄 제품

1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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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자유낙하 운동 실험기
MRS 31117 .......... 484,000원

동시낙하 실험장치
MRS 31118 ........... 176,000원

자유낙하 실험장치(원통형)
MRS 31116 ........... 572,000원

물리

규격
구성

214 x 174 x 70mm
초시계, 정밀도 중력 가속도 오차≤5%,
쇠구슬(Ø16mm, Ø18mm 각 1개),
전자석부(초시계 분리형)

자유낙하(진공)
MRS 31114 ........... 374,000원
공기저항이 없을 경우
낙하속도가 같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합니
다. 자유낙하에서 중력가
속도 g값은 질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값으로 모
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
없이 같은 가속도로 떨
어지게 됩니다. 실험에서
는 진공관 내에 구슬, 깃
털을 넣은 상태로 밀봉
되어 있어 종류나 모양
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
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합니다.
규격
구성

85 x 200 x 750mm
진공튜브 2개, 공기튜브 1개, 강체구 1개,
깃털 2개

중력에 의한 가속도 실험 및 기계에너지의 보존실험용
기구입니다. 지지대 상단에 강구를 부착시켜서 제어기
의 스위치를 누르면 강구가 떨어집니다. 강구는 광센서
를 사용하여 초시계가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지지
대는 조립식으로 구성하여 보관이 편리합니다.

규격
구성

규격
구성

힘•운동

일정한 높이에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의 시
간을 측정하여 중력가속도(g)를 계산할 수 있
습니다. 상판과 하판의 거리를 변화시켜가면
서 초시계를 이용하여 물체를 낙하시킨 높이
와 낙하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낙하장치 140 x 50 x 200mm
낙하장치, 합성수지구슬 Ø25mm
2개, 길이측정 줄자 부착, 지지대
Ø15 x 1,000mm
1개, 쇠구슬 받침대 1개

360 x 250 x 2,000mm
초시계 포함, 사각지지 2,000mm,
전자석 1개, 광센서 2개, 수직평면에 자주
조정용 지주 2개, 강구 1개, 볼주머니 1개,
조립식으로 보관편리

관성치기(관성의 법칙실험)
MRS 31101 ............. 77,000원

탄성·비탄성볼
MRS 31111 ............. 72,600원

ㆍ 칼라 원형 판을 탑처럼 쌓아 올려 중간의 칼라 원
형 판을 망치로 쳐서 빼내는 방법으로 관성의 법
칙을 실험 합니다.
ㆍ ABS 재질의 6가지 칼라 원형 판과 스테인리스 재
질의 망치로 구성되어 내구성이 견고합니다.

반발 계수가 1에 가깝고 잘 튀는 바운드 볼과
반발 계수가 0에 가깝고 전혀 튀지 않는 미라
클 볼 의 세트입니다. 경도와 촉감이 거의 같
은 2개의 볼에 의해 탄성·비탄성의 시연을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칼라 원형 판: 지름 80 x 30mm
(6칼라, ABS 재질)
망치: (헤머부분)지름 15mm (ABS,
스텐재질), (자루부분)190mm (스텐 재질)
칼라 원형 판 (6개), 스텐 망치 (1개)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운드 볼 Ø25mm 6개, 미라클 볼
Ø25mm 6개,
케이스 입(入)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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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충돌구(철제A형)
MRS 31120 .......................................... 176,000원

탄성 충돌구(철제B형)
MRS 31121 .......................................... 165,000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정지관성 등을 알아보는 기구로서 충돌 시 구의
흐트러짐이 없고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정지관성 등을 알아보는 기구로서 충돌 시 구의
흐트러짐이 없고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240 x 200 x 210mm, 철제강구: Ø30 x 7개

규격

330 x 190 x 340mm, 7구

물리

탄성 충돌실험기
MRS 31125 ............................................ 83,600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정지관성 등을 알아보는 기구로서 강선을 V자형으
로 이중 배열함으로써 충돌 시 구의 흐트러짐이 없고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과 관성을 쉽게 실험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여러 개의 쇠
구슬이 금속 트랙위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충돌,
속도교환, 운동량 교환, 운동량 보존 실험 등에 사용됩니다.

힘•운동

탄성 충돌구(당구공)
MRS 31122 .......................................... 198,000원

규격

520 x 270 x 370mm, 당구공 7구

탄성 충돌구(학생용)
MRS 31124 ............................................ 22,000원

규격

150 x 180 x 180mm, 철구: Ø19mm, 5구 1조

규격

탄성볼 수레
MRS 31141 ........................................... 121,000원

탄성볼 수레는 2개의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의 수직 방향 운동량에 방
해 받지 않는 똑같은 수평방향 운동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성볼 수
레에는 스프링이 탑재된 중심부 실린더가 있는데, 잠금 핀을 당기면 공
중에 수직 방향으로 내장된 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규격

179

트랙길이 700 x 150mm, 양측마구리 2개, 쇠구슬 7개

70 x 150 x 36mm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제, 자체
탄성, 수직 탄성기능, 잠금핀 2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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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운동 실험기(이원주궤도)
MRS 31126 .......................................... 143,000원

공간운동 실험기(일원주궤도)
MRS 31127 .......................................... 132,000원

사면과 원주궤도를 따라 금속구를 굴려서 구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포
함하는 역학에너지의 보존을 측정합니다.

사면과 원주궤도를 따라 금속구를 굴려서 구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포
함하는 역학에너지의 보존을 측정합니다.

규격
구성

600 x 100 x 550mm
금속구 Ø19mm 1개, Ø21mm 1개

규격
구성

600 x 100 x 450mm
금속구 Ø19mm 1개, Ø21mm 1개

원주형 궤도를 따라 금속구를 굴려 구의 회전 운동을 포함하는
역학에너지의 보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펠러에서 얻은
힘과 아크릴판에서 막는힘이 상쇄됨을 실험 관찰 할 수 있습니다.

힘•운동

작용과 반작용(풍력자동차)
MRS 31145 ............................................ 88,000원

물리

공간운동실험장치 C형
MRS 31128 ............................................ 44,000원

규격

650 x 100 x 450mm

구심력 실험기(전동식)
MRS 31143 ..........................................242,000원

ㆍ 본 기기는 양방향 지지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구심력 회전 반경의 크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ㆍ 회전체가 회전하여 용수철이 일정거리만큼 늘어나게 되면 짓 바늘이 알
려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규격

280 x 250 x 140mm

규격

140 x 70 x 150m / 건전지AA x 2개

구심력 실험기(수동식)
MRS 31144 ...............................................9,900원

등속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물체의 질량, 주기 및 원
운동에 있어 반지름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규격

손잡이 Ø13 x 150mm, 수지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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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의 변화
MRS 31137 .......................................... 319,000원

회전원판
MRS 31138

.......................................... 165,000원

팽이가 회전하는 속도가 빠를 때에
는 서서 돌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
면 회전축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원
뿔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규격
구성

원심력 실험 및 전향력(코리올리)실험 등에 다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전동식 회전대입니다.

200 x 300 x 400mm
회전속도 조절단자,
회전체 2종

규격

물리

자전거바퀴 자이로스코프
MRS 31133 .......................................... 319,000원

300mm이상, 0~10RPS

자이로스코프 회전의자
MRS 31134 ......................................... 528,000원
<실험 예>

힘•운동
자전거 바퀴를 통해 각 운동량의 보존과 세차운동의 원리를 알아봅니다. 자전거바퀴
를 돌리면 각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이 자전거바퀴의 방향을 변하게 하려면 각 운동
량의 변화에 따른 회전력(Torque) 때문에 힘을 받게 됩니다. 돌고 있는 자전거바퀴를
두 손으로 들고 이를 회전시키려 할 때 큰 저항력을 경험하게 되어 각 운동량에 대한
특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Ø457mm
자전거바퀴(18”), 손잡이 2개, 안전커버, 끈, 손잡이덮개

자이로스코프 팽이(메탈형)
MRS 37009 ............. 55,000원

회전하는 팽이는 회전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팽이를 잡은 손을 움직이
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격

181

91.5mm X 65mm

자전거 바퀴 자이로스코프를 실험할 때 본 의자에 앉아서 들고
실험을 하면 의자가 회전합니다.

자이로스코프(GIROSCOPE)
MRS 31132 ... B형 88,000원

자이로스코프(팽이)
MRS 31136 .............. 18,700원

일정한 축의 주위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원
형의 물체로 나침반이나 선체의 동요를 방지
합니다.
※ 세 차운동 : 팽이가 넘어질 때 생기는
원추형 운동 / 오토크 : 비트는 힘

선박의 회전 나침반, 비행기의 자동조종 등은 회전축의
방향은 공간에 대해 일정하다라고 하는 팽이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자이로스코프를 손에 들
고 움직여 보면 움직인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에 힘이 생
겨 회전체의 성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받침대 2개, 실, 팽이

규격

120 x 140 x 20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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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운동의 법칙 실험장치(SP)
MRS 31156 ����������������������������������������������������������������������������������������������������������������������������������������� 1,650,000원
역학대에 레일을 설치하고 구간별 광센서와 마이컴
타이머를 장착(6개)하여 하나의 실험장치에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를 모두 실험할 수 있으며 운동량 보
존의 법칙, 빗면 실험 등을 다양하게 정량적으로 실
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ㆍ 운동의 법칙 실험시 수평을 조절하기가 용이하
게 제작
ㆍ 구간별 타이머를 활용하여 시간과 속도를 측정
할 수 있어 실험 시간을 현저히 단축
ㆍ 구간거리와 일정한 구간과 수레가 이동한 시간
을 각각 측정하여 속도와 가속도를 측정
ㆍ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정량적으로 실험

운동의 법칙 실험장치

규격

운동량 보존의 법칙 실험예

빗면 실험의 예

역학용 수레 1

역학용 수레 2

관성실험(동전열쇠고리)
MRS 31152 ............................................. 18,700원

운동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기구
로써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관찰하여 작용한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전열쇠고리에서 동전을 빼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과
학적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품이며, 운동의 관성을 이용하여 동
전을 빼내는 방법을 알고 체험해 보면 관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력을 효
과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힘•운동

힘과 운동 방향변화 실험장치
MRS 31107 ........................................... 121,000원

물리

구성

1,600 x 160 x 70mm
실험기, 역학용 수레 2개, 운동의 법칙 실험용
수레 1대

규격
구성

440 x 380 x 80mm
종이 5매, 먹지 2매

관성저울키트
MRS 31154 ............................................ 66,000원

무게와 질량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실 시연용 물체 비교 키
트. 본체는 탄성 강철판으로 되었으며, 다양한 적재물 하에서 수평 판이
진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규격

Ø65 x 7mm

정지관성
MRS 31151

............................................ 36,300원

동전보다 조금 큰 원판 위에 물체를 올려 놓고 원판에 탄성을 가하면,
원판은 운동에너지에 의해 튕겨 나가지만 물체는 위치에너지에 의해
밑으로 작용할 뿐 탄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성 실험기기입니다.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슬 2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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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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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4절 링크만들기
MRS 37011 ............................................ 99,000원

고무동력자동차
MRS 37010 ............................................ 28,600원

ㆍ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ㆍ 조립에 필용한 부품이 블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링크의 길이 및 관절
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실험 할 수 있습니다.
ㆍ 설명서가 포함되어 조립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설명서에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기구들도 스스로 구성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이용한 동력 장치로 날개를 회전하여 공기를 순환 이동하는
자동차입니다. 학습 효과가 있고 여러대로 시합이 가능합니다.

걸고리 달린 나무토막
MRS 31157 ................ 3,300원

규격

200x120x160mm

몸체

알미늄제

고무동력수레
MRS 31158 ................ 7,700원

투명고무동력수레
MRS 31159 ................3,300원

힘•운동
규격
구성

100 x 60 x 30mm
양쪽 걸고리 부착

고무줄을 이용한 고무동력수레이며 고무줄을 한 방향으로 감아주면 풀리면서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력이 수레의 동력이 됩니다.
규격

물레방아
MRS 31164 ................ 6,600원

손으로 쥐거나 클램프에 물려 사용합니다.
재질은 PVC, 금속제 입니다.

물레방아(바람개비 겸용)
MRS 31165 ................ 7,700원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
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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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40 x 90 x 160mm, 완성품

Ø110 x 220mm

규격

Ø40 x 50 x 135mm, 조립용

힘의 평형판
MRS 31166 ......... 각 8,800원

물체(추)의 수와 판의 거리 변화로 힘의 모멘
트 및 지렛대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규격
구성

목재 : 판의 크기 40 x 400mm 정도
PVC제 : 판의 크기 40 x 400mm 정도
삼각받침대, 물체(추) 10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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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파투영장치(동기화식)
MRS 32001 ���������������������������������������������������������������������������������������������������������������������������������������������770,000원
본 실험기기는 물의 파장의 형태, 퍼짐, 반사, 삽입 굴절을 이
용함으로서 파장의 모양 또는 정지(동기화식)되어 있는 파장의
모양이 주파수에 따라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한 기존 조립제품
과 달리 취급이 편리하고 보관이 용이하며 광원부에 높이조절
이 가능하여 다양한 실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광원부

실험예시 1
두 원파의 간섭

조절식 연결대

두 원파의 마루가 다른 파동의 마루와 중첩될 때 각 파동의 효
과는 서로 더해 지며 이 경우 진폭은 커진다. - 보강 간섭
반면에 한 파동의 다른 파동의 골과 만나면 각 파동의 효과는
감소된다. 즉 한 파동의 마루가 다른 파동의 골과 만나면 각
파동의 효과는 감소된다. 즉 한파동의 높은 부분이 다른 파동
의 낮은 부분을 채우게 되어 진폭은 0이 된다. - 소멸간섭

진동대
수조

진폭조절 손잡이

위상이 같은 동일한 두 개의 횡파가 중첩 되면 진폭이 두배인
횡파가 만들어진다.

진동부
진동채

소멸
간섭

물리

보강
간섭

위상이 반대인 동일한 두 개의 횡파가 중첩 되면 서로 상쇄된다.

파동의 전파(속력)
매질의 입자들은 진동만 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 것
에 대해서 알아본다. 매 초마다 지나가는 마루의 수(진동수)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파장)를 알아낸다면 특정한 마루가
매초당 이동해 가는 수평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파동의 속력(V) = 진동수(f) x (파장(λ)

실험예시 3
파의 회절-호이켄스 원리
파동이 좁은 틈으로 들어갈 때 틈바구니에서 물결치는 파동이
틈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구면파의 점
파원이 된다.
구면파에 적용된
호이겐스 원리

파편

파원

새로운 파면

파면이 퍼져 나가면서 휘어
진 곡면이 점차 완만해져서
파원으로부터 멀리 퍼져 나
갈수록 파면은 평면의 형태
가 된다.

※ 광원부 높이 조절 가능

실험예시 4
파동의 진행
한 매질의 입자들은 진동만 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
다는 사실과 파동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 한다.

규격
중량
전원

350 x 300 x 450mm
10.5㎏
AC200V, 할로겐램프 12V 100W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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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파동

실험예시 2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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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파투영장치(광원조절식 대형)
MRS 32002 ����������������������������������������������������������������������������������������������������������������������������������������� 1,100,000원

암막커텐

물리

주파수 발진을 이용한 수면파 발생장치로 물결파의 진행, 반사, 회절,
간섭 등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파동의 성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주파수조절기능(파형), 광원 조절기능, 광원 색상완화기능
(자연광), 파원장 상, 하, 조절기능, 광원냉각장치 부착,
장치 조립식 부품 저울 1조

진동•파동

규격

수면파투영장치(상단식)
MRS 32003 ......................................... 396,000원

수조상단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광원은 수조 밑부분에서 위쪽으로 투사
하여 수면파의 관찰이 용이합니다.

수면파투영장치(하단식)
MRS 32004 ......................................... 363,000원

광원이 상단에 설치되고 스크린이 하단에 설치된 표준형입니다.

규격

600 x 600 x 600mm

규격

600 x 600 x 600mm

구성

직선파 발생장치, 원형파 발생장치

구성

직선파 발생장치, 원형파 발생장치

굴절판

직각, 삼각, 오목, 볼록 각 1개

굴절판

직각, 삼각, 오목, 볼록 각 1개

반사판

300 x 30 x 10mm 1개, 150 x 30 x 10mm 2개
점광원(220V 100W)1개, 스크린 1개, 파동흡수장치, 조립식다리
4개

반사판

300 x 30 x 10mm 1개, 150 x 30 x 10mm 2개
점광원(220V 100W)1개, 스크린 1개, 파동흡수장치, 조립식다리
4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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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x 620 x 1,200mm, 전원 220V

기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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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파투영장치
MRS 32005 �������������������������������������������������������������������������������������������������������������������������������������������� 660,000원
실용실안·
의장등록 출원중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상부의 광원에서 실험대 상면이나 바
닥면에 수파를 투영하고, 파의 반사,
굴절, 간섭의 관찰 실험이 가능한 수
파 투영장치입니다. 파원은 원형파와
직선파가 가능하며 수조에는 특수 재
질에 따른 반사파 방지 가공이 되어
있고, 선명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파원기

수면파 투영장치(디지털 동기식)
MRS 32008 ......................................... 880,000원

수면파 투영장치(초미니)
MRS 32009 ......................................... 286,000원

규격

진동•파동

본 실험기구는 주파수 발생장치로
부터 수면에 파동의 여러 가지 현상
을 학습하는데 적합합니다. 디지털
스트로보 장치가 내장되어 파동의
굴절이 선명하고 스트로보 회전을
강약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350 x 350 x 350mm
주파수변화 디지털표시기능
220V

물 한컵으로 설치 필요없이 간편하게 사용합니다. 상단에 설치된 스크
린에 투사하며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150 x 200 x 160mm

미니수면파 투영장치
MRS 32006 ......................................... 440,000원

OHP수면파 투영장치
MRS 32007 ......................................... 264,000원

소형으로 만들어 이동과 분해 및 조립이 쉽고 'OHP용 수면파'를 겸할 수
있습니다. 수조벽에 반사파가 생기지 않아 관찰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OHP위에 올려 놓고 스크린에 비추어 다수 인원을 교
육하기에 편리합니다. 수조벽에 반사파가 생기지 않아 관찰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규격

400 x 400 x 230mm (부품상자 포함)

물리

수조
광원
부속품

원형파용, 직선파용, 원형파
위상가변
260 x 260 x 300mm
할로겐램프 12V 35W
반사관 스릿트판

규격

400 x 400 x 50mm (부품상자 포함)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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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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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파 설명기(대형)
MRS 32015 �������������������������������������������������������������������������������������������������������������������������������������������� 550,000원
<참고>

<실험 2>

<실험 1>

물리

지진파의 성분(종파, 횡파)이 전달되는 속도차를 관찰하는 실험기구로 종파·횡파를 단독으로 각각 실험, 종파·횡파를 동시에 일으켜 진동의 전달
방법의 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파·횡파의 설명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실험기구입니다.
·기능 : 지진파의 P.S.L의 진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의매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하여 흔들리게 하면 지진의 진행과 같이 모의매질들이 순차
적으로 같은 성질로 움직이고 이후에 반사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시기를 관찰하여 지진파의 각 요소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1,000 x 300 x 400mm / 진동자 Ø21 x 300mm x 23개

파동실험장치(레일형)
MRS 32012 ......................................... 495,000원

횡파에 관한 제현상(파형의 겹쳐짐, 파의반사, 진행파, 정상파 등)의 움직임
을 빨리하거나 천천히 하는 파동 조절기능이 있으며 파동폭을 강약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사각으로 제작되어 이동이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종파의 매질의 움직임으로 인한 횡파의 발생을 실험하는 장치로써 기
본적인 파의 성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핸들의 조작으로 종파에서 횡
파, 횡파에서 종파로 바뀌는 원리를 실험하는 기기입니다.

진동•파동

파동실험장치(전자식)
MRS 32011 ...................................... 1,100,000원

규격
구성

1,200 x 450 x 450mm
파동조절기능, 증폭조절기능, 파동봉 Ø5x380mm 70개

규격

600 x 120 x 360mm 파동조절

파동실험장치(고정식)
MRS 32013 ......................................... 495,000원

파동실험장치(핸디형 알루미늄 봉)
MRS 32020 ......................................... 286,000원

횡파와 종파의 입사파와 반사파 등 파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종파와 횡파의 차이 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진동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탄성을 가진 용수철을 사용한 것 입니다.

횡파와 종파의 입사파와 반사파 등 파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
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종파와 횡파의 차이 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진동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탄성을 가진 용수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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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4mm, AI봉 110개(1,500 x 300 x 550mm), 길이 1,500mm

규격

Ø4mm, AI봉 120개, 길이 1,50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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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파(진동발생기) 실험기 세트
MRS 74014 �������������������������������������������������������������������������������������������������������������������������������������������� 990,000원
■ 기계적 시스템에서의 정상적인 저주파 및 공명의 연구를 위해 종적
(P파)인 또한 횡적(S파)인 파장을 실험 할 수 있다.
■ 고품질의 1차원 및 2차원 진동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실험할 수
있다.
■ 이 장치는 저주파의 대형진폭을 발생시키는 튼튼한 코일을 사용하여
강력한 자기장에서 추진 피스톤은 상당한 강도를 가지며, 방사상
하중에서 300g까지 진동이 가능하다.
■ 이 장치는 어떤 방향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 주파수 범위는 10Hz ~ 130KHz 가능하며 필요시 1.3MHz까지 된다.
주파수 출력은 20W이다.

규격

강제 진동 실험장치
MRS 32027 ........... 132,000원

파동실험 용수철
MRS 32022 .............44,000원

규격

횡파와 종파의 입사파와 반사파 등 파동 현상
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250 x 150 x 250mm

290 x 145 x 475mm
/ DC6V(DM건전지
4개)

용수철을 이용하여 파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서 용수철을 잡아당겨 한쪽 또는 양쪽에서 펄스
를 보내 종파·횡파의 실험모델에 사용됩니다.
규격

Ø75 x 150mm, Ø20 x 1,500mm 2종 1조
/ 케이스입

멜데의 실험장치
MRS 32023 ����������������������������������������������������������������������������������������AC형 484,000원 / DC형 286,000원

<AC형>
[그림1] 소리 굽쇠의 진동에 의한 현의 정상파

<DC형>
[그림2] 힘의 평형

(A) 소리 굽쇠의 진동이 현에 수직한 경우

(B) 소리 굽쇠의 진동이 현에 평형한 경우

소리 굽쇠의 진동으로 현의 진동을 공명시켜 현에 정상파를 만들고 이 정상파로부터 소리 굽쇠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

AC형: 전원 AC 110/220V, 250 x 300mm, 현의 길이 1m, 60Hz 주파수 조절기능, 진폭조절기능, 종진동, 횡진동, 분동(1,2,5,10g 각 2개 1조)
DC형 : 전자음차식, 전원 3~9V, 220 x 400mm, 현의 길이 1m, 전자음차 진동수 ≒ 100Hz, 종진동, 횡진동 겸용, 분동(1,2,5,10g 각 2개 1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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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파동

충격을 가했을 때, 물
체의 진동과 충격의 진
동수가 자연적 진동수
와 동일할 때의 공명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
니다. 초등에서 고등에
이르기까지 소리와 운
동의 기본개념을 이해
하는데 필요한 장치입
니다.

물리

파동실험장치 간이형
MRS 32021 ........... 165,000원

코일스프링, 크라도니판 2종, 기체분자용 파이프, 12V아답터,
총15종

물리

2018~2019

소리를 눈으로 보는 장치
MRS 32030 ......................................... 462,000원

소리주파수 카운터
MRS 32033 .......................................... 341,000원

ㆍ 음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학습기구입니다.
ㆍ 소리를 마이크로 증폭시킬 수 있고, 레이저의 투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굽쇠의 진동수 및 사람의 목소리 주위의 여러 소리의 주파수를 측정하
며 음과 실험의 음원으로 사용되고 파동실험의 진동발생장치로 사용됩니다.

물리

규격

320 x 200 x 215mm, 스크린 포함

표준음차(신형)
MRS 74015 ......................................... 143,000원

규격
측정주파수
입력전압

150 x 160 x 40mm
1Hz ~ 20KHz

전원
AC 220V, DC 9~24V
사용온도
0℃ ~ + 50℃
10mVpp~5Vpp

소리의 도플러 효과
MRS 32031 ............................................ 88,000원

소리

여러가지 모양의 소리굽
쇠를 이용하여 두 갈래로
된 좁은 쇠막대로 특정
주파수(진동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굽쇠
종류

길이 630mm
7종-C 2048Hz,
4094Hz, 512Hz,
1024Hz, 8192Hz,
256Hz, 128Hz ,
소리굽쇠 망치

음원과 관측자가 이동할 때 일어나는 소리의 진동수 변화를 확인합니다. 수평방향으
로 돌리면 음원이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 주기적으로 음파의 진동수가 달라집니
다. (음원이 운동할 때의 도플러효과). 회전에 따라 정지했을 때와 비교하여 가까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해 소리가 바뀌어 듣게 됨을 보여줍니다.
규격
구성

소음계(디지털)
MRS 37013 ............187,000원
넓은 측정 범위 (30130DB (Dba)), 넓
은 주파수 특성
(31.5Hz~8.5KHz),
최대 값, HOLD 기
능. 주파수 특성
A&C 주파수 가중
치 선택 기능, Fast
& Slow dynamic
characteristic
models아날로그 출
력 단자.

분해능
측정범위
정확도
전원
사이즈

189

0.1dB
30-130DB (Dba), 35~130dBC
±1.5dB
AA 배터리 4개
207x70x29mm

길이 630mm
소리발생장치, 회전막대, 손잡이, 스위치, 건전지 9V 1개

공진(resonance)대야(물을 뿜는 세수대야)
MRS 32050 .......... 330,000원

세수대야에 물을 채우고 양손잡이를 문지르면 잔잔한 수면을
요동치게 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중국
에서 발명된 이상한 세수대야는 무거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
으며 테두리에 두 개의 손잡이가 붙여져 있습니다. 손바닥으
로 두 개의 손잡이를 리듬 있게 문지르면 경쾌한 소리와 잔잔
한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손잡이
위의 손바닥의 마찰로부터 깊은 공명음이 발생하여 놀라운 일
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격

Ø380 x 150(H)mm

집음기(음파 확대기)
MRS 32048 ............. 77,000원

집음 성능이 뛰어난 파라볼릭(parabolic)형 집음기입니다. 헤
드폰에 귀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면 미약한 소리도 확실하게
캐치합니다. 새들의 지저귐이나 풀벌레 소리 등의 자연의 소
리를 감상할 때 사용합니다.

규격
구성
전원

225 x 30 x 150mm
2배 단안경, 주파수 다이얼 장착,
파라볼릭 안테나 Ø210 x 60mm
DC 9V 건전지 1개(건전지 별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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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음차 공명상자
MRS 32034 �������������������������������������������������������������������������������������������������������������������������������������������� 220,000원
각종 현악기의 음의 조정용으로도 사
용 가능한 표준음차에 투명아크릴 수
지제로 공명상자를 셋트했습니다.

규격

구성

185 x 80 x110mm
투명아크릴 수지, 8개 1조
Ø60 x 190mm, Ø60 x 180mm
Ø60 x 170mm, Ø60 x 160mm
Ø60 x 150mm, Ø60 x 140mm
Ø60 x 130mm, Ø60 x 120mm
표준음차 8종

특정 진동수 소리 굽쇠를 모은 것으로 악기의 조율이나 시간측정의 기
준 등으로 이용됩니다.

특정 진동수 소리 굽쇠를 모은 것으로 악기의 조율이나 시간측정의 기
준 등으로 이용됩니다.

소리

표준음차 B형
MRS 32036 .......................................... 176,000원

물리

표준음차 A형
MRS 32035 .......................................... 143,000원

규격
진동수

230 x 230 x 33mm, 8종 1조
다이케스팅(256, 288, 320, 341.3, 384, 626.1, 480, 512Hz)
주파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규격
진동수

298 x 229 x 26mm 정도, 13종 1조
512, 480, 455, 425.6, 405, 384, 362, 341.3, 320, 302, 288, 271,
256 주파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리굽쇠 2구
MRS 32037 ............. 44,000원

소리굽쇠 4구
MRS 32038 .............66,000원

일정한 진동수(주파수)의 순수한 소리를 내는
음원으로 사용하며 진동수 측정, 맥놀이 현상,
소리의 간섭, 공명, 시간 측정의 기준 등으로
이용됩니다.

기본적인 주요 화음의 형성을 알아보는 장치,
하나의 상자에 4개의 굽쇠를 설치하였으며
C(256), E(320), G(384), C(512)의 진동수를
나타냅니다.

규격

소리굽쇠용 망치
MRS 32039 ............... 4,400원

규격

180mm 정도

215 x 105 x 25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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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기주공명장치
MRS 32040 ........................................ 330,000원

정밀음차
MRS 32041 ............................................ 36,300원

소리굽쇠의 진동을 기주에 공명시켜
음원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진동음의 주기, 대기의 음 전달속도
를 측정, 공명현상을 이해합니다.

구성

가볍고 강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
된 주파수 128Hz 음차로 울림통 없
이 크고 정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
니다.

물리

공명관(유리관) : 30
x 1,000mm, (물통)
수위조절가능, 스탠드,
소리굽쇠, 타봉

규격

소리굽쇠(전기식)
MRS 32042 .......................................... 154,000원

Ø8 x 25 x 208mm

단음차
MRS 32043 ............................................. 16,500원

소리
이 장치는 신장된 끈에서 진동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자루가 금속주
조 죔쇠로 단단하게 지탱되어 있는 두꺼운 강철 튜닝포크(소리굽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고무줄을 사용해 울림통을 울려 소리를 내는
기기로 현악기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규격

191

규격

6V

고무줄 악기(보급형)
MRS 32044 ...............11,000원

245 x 115 x 75mm

일정한 진동수(주파수)에 파원을 측정할 때 사용 합니다.

215 x 105 x 250mm

소리쇠막대
MRS 32045 .............55,000원

여러가지 음색을 내는 파이프(Musical Pipe)
MRS 32046 ............... 8,800원

각각 길이가 다른 쇠막대를 일정한 막대로 때
렸을 때 음의 울림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합
니다.

회전속도(파이프 안으로 통과하는 공기의 속
도)에 따라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음을 내는 파
이프, 각자 음악 연주를 해봅시다.

규격

480 x 110 x 430mm

규격
구성

Ø35mm, 길이760mm
플라스틱제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빛 합성(혼합) 실험장치(줌기능)
MRS 33001 ......................................... 495,000원

빛 합성 실험기(미니)
MRS 74016 .........................................286,000원
※실험예

초록(GREEN)

빨강(RED)

파랑(BLUE)

ㆍ 빛의 3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 만들기
규격
구성품

 빨강(RED) + 초록(GREEN) = 노랑(YELLOW)
 빨강(RED) + 파랑(BLUE) = 자홍(YMAGENTA)
 초록(GREEN) + 파랑(BLUE) = 청록(CYAN)

규격
구성

140 x 120 x 245mm (W x D x H)
본체, 아답터(9V)

빛의 합성장치(일렬형)
MRS 33004 ......................................... 605,000원

LED는 기본색의 파장을 기본으로 만들어 외부의 필터링 없이 원색을
직접 발산해 완벽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빛의 합성을 관찰할 수 있게 할로겐 램프와 렌즈를 이용하여 조광장치
에 의한 빛의 양을 같게 하여 강한 빛으로 스크린에 선명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빛

빛 합성 광원장치
MRS 33003 ..........................................297,000원

물리

285 x 160 x 225mm, 초점 조절 기능
할로겐 광원장치(12V, 35W), Ø32mm필터, 렌즈,
스위치, 환풍기

규격
구성
특성

200 x 80 x 130mm
본체(파워LED R.G.B 내장) 1대, 전원 공급기 1대
색조별 조광기 부착으로 색농도 조절가능

전원
규격

AC220V(60HZ)
320 x 200 x 215mm(스크린 포함)

LED광원장치(3색세트)
MRS 37014
• 적색,녹색,청색 3색광원
• 광선이 밝고 선명하여 밝은곳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
는 장치입니다.
• LED광원이 슬릿에 집중될 수 있게 스틱모
양으로 만들어 더욱 밝고 선명한 광선을 만
들어 냅니다.
사양
광원
전원

20 × 75 × 45mm (스위치제외)
LED발광다이오드
AA건전지2개(별매)
단가

3색세트
적. 녹. 청색(각)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2,000원
88,000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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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멀티 광원장치(SP)
MRS 33018 �������������������������������������������������������������������������������������������������������������������������������������������� 220,000원
고휘도 다이오드(LED 4색(Red, Green, Blue, White)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빛의 합성
과 광합성 실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ㆍ 4색(Red, Green, Blue, White)의 빛을 다양하게 혼합할 수 있다.
ㆍ 광원의 정면에 난반사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빛의 합성실험에 활용할 수 있다.
ㆍ 광원을 LED를 사용하여 제품수명이 길다.
규격

120 x 60 x 200mm

물리

간이 빛 혼합 실험장치(분리형)
MRS 33020 ............................................ 66,000원

3원색 합성 실험기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기를 통해 학생들이 3원색과 풍부한 TV의 색채를 탐구할 수 있습
니다.

고휘도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빛의 3원색(적색, 녹색, 청색)을 투사
시켜 색의 혼합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3원색 보색(여색)을 설명할 수 있
습니다.

빛

간이 빛 혼합 실험장치(일체형)
MRS 33019 ............................................ 55,000원

구성

스크린 덮개, 스크린, 전면 스위치판, 청색 조절손잡이, 녹색 조절
손잡이, 적색 조절손잡이, 전원 스위치, 본체, 전원 전환 스위치, +, 외부 전원용 연결단자, AA 건전지 3개, 건전지함 덮개

규격
구성

40 x 80 x 100mm
본체, 스크린, 건전지 9V용 포함

색팽이

간이 3색 광원함
MRS 33010 ............. 55,000원

빛의 혼합 장치(5인용)
MRS 37015 ............. 36,300원

MRS 33022 ..............15,400원

사이즈가 소형으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빛의
3원색을 투사 형성시켜 색의 혼합으로 3원색
의 보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빛의 3원색(빨강, 초록, 파랑)을 가지고 빛의
혼합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 단색을 겹쳐서 색팽이를 돌리면 재
미있는 색깔이 나타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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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x 200 x 30mm

규격

5 x 3 x 15cm

구성

단색 10장, 3색 1장, 7색 1장, 3색
필터판 1장, 팽이 1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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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색판

MRS 33024 ....................A형 전동식 220,000원 / B형 수동식 77,000원 / C형 고정식 44,000원
<A형>

<B형>

<C형>

구분
규격

A형
215 x 150 x 425mm 전동식(연속가변),
색원판 Ø250mm 3개(7색, 3색, 2색) 1조

B형
215 x 150 x 425mm 수동회전식,
색원판 Ø250mm 3개(7색, 3색, 2색) 1조

빛합성 실험장치(SP)
MRS 33017 ............................................ 66,000원

규격
구성

67 x 67 x 63mm
본체, 어댑터

금속원판 Ø200mm

빛의 종합 합성장치
MRS 33026 ......................................... 330,000원
실용실안·디자인등록 출원중

투시렌즈로 초점 조절이 가능하며, 각각의 조명에 볼륨이 부착되어 있
어 빛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 LED 조명으로 과열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램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격
전원

170 x 210 x 220mm
AC220V 사용

색깔이 변하는 LED
MRS 33027 ����������������������������������������������������������������������������������������������������������������������������������������������� 24,200원
한 개의 LED램프에 빨강, 초록, 파랑, 흰색의 전선이 달려 있어, +극에 흰
색선, -극에 초록색을 접속하면 여러 가지 빛으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극에 빨강과 초록색을 한번에 접속하면 노랑색으로, 빨강과 파랑색을
접속하면 보라색으로, 빨강과 녹색과 파랑색 모두를 접속하면 흰색으로 빛
나게 할 수 있어, 빛의 삼원색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규격

빛의 삼원색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휘도 타입 DC 3~5V, 직경 Ø5mm,
리드선 18cm
정도 포함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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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빛의 3원색인 빨강, 파랑, 녹색 발광다이
오드를 이용하여 쉽게 합성시켜 보고 색
의 3원색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실험장
치입니다.
ㆍ 빨강, 파랑, 녹색 빛을 각각의 버튼을
눌러서 쉽게 빛을 합성하여 볼 수 있
다.
ㆍ 원형 플라스틱구를 이용하여 보다 선
명한 색깔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ㆍ 9V 건전지와 6V 어댑터 두가지 방법
으로 사용할 수 있다.
ㆍ 별도의 도구가 필요없어 어디서나 실
험이 가능하다.

C형

물리

색의 가색혼합원리를 설명하는 7색판을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로 돌리면 각색의 반사광에 의한 잔상이 눈 안에서 겹쳐져 백색으로 느끼게 됩니다. 3색
판과 2색판도 같이 실험할 수 있습니다. 다중 색상 판의 회전을 통해 모든 분광 색으로부터 흰 색이 만들어짐을 알아보는 기기로 C형은 Ø200mm인 금
속 원판과 금속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테이블에 고정시킬 수 있으며, 구동 바퀴의 핸들을 돌려 원판을 회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

2018~2019

광학 종합 실험세트 A형
MRS 33028 ����������������������������������������������������������������������������������������������������������������������������������������� 1,870,000원
실용실안·의장등록 출원중

[레이저 광학대]
ㆍ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실험
ㆍ 이중 슬릿에 의한 회절실험
ㆍ 원공에 의한 회절실험
[가스레이저 장치]
교육용으로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빛의 직진, 굴절, 반사실
험, 단색광의 회절간섭실험, 파장 632.8mm, 출력 1.0mW 이상 최대 2.0mW

물리

규격

광원 He-Ne 레이저 광선 1.0mW(최대 5mW),
전원 220V, 홀로그램 회절격자외 각종 렌즈 24종 1세트, 520 x 270 x
230mm

별도의 암실없이 빛 실험이 가능하며 레이저 광선의 뚜렷한 관찰, 빛의 반사, 굴절, 내부 전반사, 현미경 원리 등 기초 응용 실험에 매우 이상적인 실
험장치입니다.
주요 교육 ·빛의 성질(직진, 굴절)
내용
·오목,볼록렌즈 실험

·난반사 및 전반사
·망원경의 원리실험

·잠망경 원리 실험
·현미경의 원리실험

·오목, 볼록거울 실험
·근시와 원시
·초점, 초점거리/실상과 허상 ·프리즘의 작용실험 등

빛

광학 실험장치(반도체 레이저)
MRS 33030 �������������������������������������������������������������������������������������������������������������������������������������������� 660,000원
<실험 예>

<실험 예>

반도체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빛의 반사, 굴절 등 다양한 광학실험을 할 수
있는 기기로서 조작이 간편하고 슬릿을 사용하지 않고도 레이저광원을 이
용하여 빛의 굴절을 관찰하고 렌즈의 굴절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기능
구성

AC 220V
각도기 360° 회전기능, 렌즈 수직 부착기능
반도체레이저 3구, 렌즈 5종, 반사거울 1개

종합 빛 합성 실험기 A형
MRS 37016 .......................................... 132,000원

종합 빛 합성 실험기 B형
MRS 37017 ............................................ 66,000원

고급 LED를 사용하며, 빛의 3원색 (R(적색), G(녹색), B(청색))을 스크린
에 투시하여 빛의 혼합을 보여주는 장치

※빛의 3원색 (R(적색), G(녹색), B(청색))을 스크린에 투시하여 빛의 혼
합을 보여주는 장치

규격

195

75 X 115 X 45mm, DC 3.0V 건전지포함

규격

65 X 110 X 30mm, DC 9V 건전지포함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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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혼합 종합 실험세트(케이스형)
MRS 33008 ......................................... 264,000원

레이저 광선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빛의 반사, 굴절, 내부전반사, 현미경
의 원리 등 기초 광학 응용 실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구비된 광학용렌즈는 여러 형태로 실험이 가능하며, 아크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레이저 포인터 및 마그네틱 광학장치는 분리되므
로 A/S에 용이합니다.

본 제품은 다 공능 할로겐 등 광원 상자와 유기 유리 투명렌즈 등을 이
용한 실험세트이며, 빨아들이는 부분이 경사도의 백색 철판대 위에 있
고, 각종 기본 광학의 교학 실습 또는 수업 시간의 시연에 사용됩니다.

규격
구성

광학용 렌즈세트(15조), 마그네틱광학장치,
슬릿레이저 3세트

물리

광학 종합 실험세트 C형
MRS 33031 ......................................... 440,000원

12V, 35W 광원상자 1개, 평면, 오목, 볼록 가변점 삼 용면 렌즈 1개,
볼록렌즈(R=70mm) 1개, 볼록렌즈(R=90mm) 1개, 오목렌즈(R=90mm) 1개,
직사각형 프리즘 1개, 계단형 프리즘 1개, 직각 등변 프리즘 1개, 틈이 하나 있는
것과 세개 있는 것을 겸용하는 조각 1개, 틈이 넓은 것과 네게 있는 것을 겸용하는
조각 1개, 틈이 두개 있는 것과 차광을 겸용하는 조각 1개, 필터조각(5 x 5cm, 광원
상자용 3개), 필터조각(2.5 x 5cm, 광속 변색용 2개), 필터조각받침대 2개, 흡입부
부분의 철판대(40 x 24cm) 1개, 렌즈부착용철판대, 고급원목케이스

빛

레이저 광학 실험장치
MRS 33032 ......................................... 440,000원

레이저 종합 광학 실험장치
MRS 33033 ......................................... 396,000원

ㆍ 레이저 광학 실험 장치는 광학에 대한 전문가 및 초보자도 손쉽게
조작하여 광학의 기초개념과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을 구성하였고, 레이저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AC전원을 이용, 항상 밝은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스크린판은 특수칠을 하여 밝은 빛을 더해줍니다. 눕히거나 세워서
사용 가능하게 자석식으로 만들었습니다.
ㆍ 자석칠판에 사용 가능하게 몸체 뒷면에 네오디뮴 자석을 부착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옵션).

레이저 광선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빛의 반사, 굴절, 내부전반사, 현미경
의 원리 등 기초 광학 응용 실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구비된 광학용렌즈는 여러 형태로 실험이 가능하며, 아크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레이저 빔의 각도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
이 가능합니다.

규격
구성

440x290x70mm
볼록렌즈, 오목렌즈, 볼록거울, 오목거울, 평면거울,
전반사 프리즘, 레이저 3개

구성

광학용 렌즈세트(15조), 슬릿레이저 3세트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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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학 실험장치(신형)
MRS 37018 �������������������������������������������������������������������������������������������������������������������������������������������� 990,000원
ㆍ 반도체 레이져 5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
한 각도의 레이져 빛을 볼수 있 습니다.
ㆍ 전반사, 굴절, 독립진행
ㆍ 광학용 수조(마그네틱용)
ㆍ 렌즈의 상의 현상
ㆍ 흡수 및 반사
ㆍ 렌즈 14종
ㆍ 5구 레이져 (자석 부착식) 1개
ㆍ 각도판 (430 * 390 * 75mm)

물리

<실험예>

빛

빛의 종합 실험키트
MRS 33035 ��������������������������������������������������������������������������������������������������������������������������������������������� 715,000원
본 제품은 실험 레이저빔을 탈착장치와 자석을 부착하여 상하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
게 되었고 하나의 시료로 복합실험을 할 수 있으며(예 : 4각수조~굴절실험, 수면 반사실
험, 부상실험 등) 빛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실험내용]
1. 빛의 직진(직진, 굴절, 반사)
3. 빛의 흡수와 반사
5. 빛의 반사법칙
7. 렌즈에 의한 상의 형상
실험기·시트판

2. 빛의 독립진행
4. 정반사와 난반사
6. 구면거울에 의한 빛의 반사
8. 내부 전반사

430 x 390 x 75mm

반도체 레이저 (5MW) AC 3V 3EA, 레이저광원
볼록렌즈 1개, 오목렌즈 1개, 프리즘 1개, 표면거울 1개,
실험부속
볼록거울 1개, 오목거울 1개, 수조 1개, 레이저포인트 3개, 실험대(관)

빛의 종합 실험키트(DC형)
MRS 33036 �������������������������������������������������������������������������������������������������������������������������������������������� 660,000원
본 제품은 실험 레이저빔을 탈착장치와 자석을 부착하여 상하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
게 되었고 하나의 시료로 복합실험을 할 수 있으며(예 : 4각수조~굴절실험, 수면 반사실
험, 부상실험 등) 빛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실험내용]
1. 빛의 직진(직진, 굴절, 반사)
3. 빛의 흡수와 반사
5. 빛의 반사법칙
7. 렌즈에 의한 상의 형상
실험기·시트판

2. 빛의 독립진행
4. 정반사와 난반사
6. 구면거울에 의한 빛의 반사
8. 내부 전반사

430 x 390 x 75mm

반도체 레이저 (5MW) AC 3V 3EA, 레이저광원
볼록렌즈 1개, 오목렌즈 1개, 프리즘 1개, 표면거울 1개,
실험부속
볼록거울 1개, 오목거울 1개, 수조 1개, 레이저포인트 3개, 실험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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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실험기구세트
MRS 33037 ������������������������������������������������������� 목상자입:385,000원 / 플라스틱 케이스입:308,000원
레이저 광학 실험기구세트는 3구 레이저 빛을 이용한 빛의 굴절을 직접 보면서
각종 렌즈로 빛의 굴절 각도를 측정 할 수 있으며 각 조별 학습이 용이한 기구
입니다. 강력한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철판에 직접 부착하며 교육을 할 수 있고
테이블이나 기타 어느 장도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구, 2구, 1구 레이
저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 조작이 간편합니다. 광학용 물통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본 실험세트에서 광학용 물통의 빛의 굴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험내용]
1. 오목렌즈 빛 굴절
3. 평면거울 빛의 반사
5. 오목거울 빛의 굴절
7. 광학용 물통(입사각, 굴절각, 반사각)

2. 볼록렌즈 빛 굴절
4. 볼록거울 빛의 굴절
6. 이등변 삼각형 빛 굴절
8. 렌즈에 의한 빛의 상과

규격

400 x 300 x 45mm

구성

각도판, 레이저 3구, 오목렌즈, 볼록렌즈, 반원렌즈, 직각프리즘, 광학용 물통

칠판에 부착이 가능하며 다양한 가도의 레이져 빛을 활용할 수 있습
니다.

ㆍ 3개의 슬릿레이저 빛으로 빛의 직진, 반사, 굴절, 전반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철판에 붙여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

마그네틱 광학장치
MRS 33039 ......................................... 286,000원

물리

5구 레이저 발생장치
MRS 37019 ......................................... 330,000원

규격

66mm * 110mm * 25mm
3.0V * 650NM
반도체 레이져 5구
개별 S/W 부착

규격
구성

광학장치 150 x 90 x 40mm,
렌즈통 235 x 120 x 25mm
마그네틱, 광학장치, 렌즈세트

자석식 레이저 광학장치
MRS 33045 ..........................................275,000원

빛진행 실험기(햇빛용)
MRS 33040 ............................................ 26,400원

빛의 반사, 굴절, 내부전반사, 현미경의 원리 등 기초 광학 응용 실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구비된 광학용렌즈는 여러 형태로
실험이 가능하며, 아크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빛(햇빛 또는 광원)과 슬릿을 이용하여 빛의 직진, 반사, 굴절, 입사각,
반사각 등을 렌즈와 거울을 사용하여 실험 관찰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구성

광학용 렌즈세트(15조), 광원함 3구 1개

규격
구성

275 x 135 x 95mm
오목렌즈 1개, 볼록렌즈 1개, 각도기 달린 거울 1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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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학 실험키트
MRS 33042 �������������������������������������������������������������������������������������������������������������������������������������������� 330,000원
실용실안·의장등록 출원중

물리

할로겐 램프의 광원을 이용하여 빛을 굴절시키고 반사시키는 다양한 광학실험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빛의 굴절과 반사현상을 학습하고 3원색의
혼합을 비롯한 다양한 색채 실험을 수행하는데 사용됩니다. 특히 광원은 평행 광선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된 광원장치 안에 위치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광학실험과 색채의 혼합실험 그리고 그림자 관찰실험까지도 할 수 있는 종합광학실험장치입니다.
색필터 : 8색 1조
양오목렌즈 : 1개
슬릿 : 2개 1조
광원장치 : 평면, 구면, 포물선거울(3종 1조)
제품 구성
프리즘 : 정삼각, 직각삼각, 이등변삼각(3종 1조)
기타 : 부품 보관 BOX, 실험설명부 1부, 스크린 1개, 거울달린 각도기 1개

광원장치 : 평행, 일반광원(12V, 36W)
양볼록렌즈 : 대, 소(2개 1조)
볼록(평석) : 직사각형, 반원형(2개 1조)

빛

빛의 간섭과 회절 실험기
MRS 33043 �������������������������������������������������������������������������������������������������������������������������������������������� 363,000원

단슬릿, 복슬릿, 원형홀의 회절실험, 복슬릿의 간섭 실험을 하는 실험기기로 녹색 LASER 실험으로 실험효과가 뛰어납니다.
규격

녹색 LASER 650nm : 125 x 100 x 135mm, 전원 : AC 220V, 백색스크린 : 420 x 80mm, 단슬릿 3종세트 1편,
복슬릿 3종세트 1편, 원형홀 3종세트 1편, 격자편 2종세트 1편, 이동조절홀더 : 상하 조절거리 29mm, 좌우 조절거리 69mm

레이저 물리광학 실험기
MRS 33044 ��������������������������������������������������������������������������������������������������������������������������������������������� 132,000원
[실험원리]
LASER광원(3)으로부터 나온 빛이 슬릿(2)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투영되어 간섭, 회절 현
상이 나타납니다.
(스크린과의 거리는 1#슬릿, 2#슬릿, : 약
0.5M, 3#슬릿 : 약 1.2M)
[실험내용]
1. 단슬릿의 회절
2. 원형 홀의 회절
5. 정삼각형 홀의 회절 6. 복슬릿의 간섭
9. 가는 실의 회절
10. 원형판의 회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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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사각형 홀의 회절
7. 3슬릿의 회절
11. 칼 날의 회절

60 x 50 x 605mm, DC3V(AA/2개), 무게 400g, 레이저 630~650nm/3mW

4. 정사각형 홀의 회절
8. 4슬릿의 회절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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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레이저 포인트(신형1구)
MRS 33054 ............. 66,000원

마그네틱 레이저 포인트(신형 3구)
MRS 33052 ...........143,000원

레이저광원장치
MRS 33049
실용실안·의장등록 출원중

<1구>

고품질의 레이저를 이용한 제품으로 빛의 밝
기가 강해 실험이 편리하고, 전원부분과 광원
부분 후면에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하여, 칠판
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A건전지2개(DC3V)

구성

규격
1구, 140 x 65 x 40mm
2구, 140 x 65 x 40mm
3구, 140 x 65 x 40mm

<3구>

가격(원)
66,000
99,000
154,000

물리

규격

3가지의 레이저 빔을 취사 선택하여 작동시
킬 수 있으며, 자석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칠
판에 붙여 설명하기가 용이합니다.

<2구>

마그네틱 광학기 1개, 슬릿 레이저 3개

레이저 발생장치(DC용)
MRS 33048 ..........................................275,000원

슬릿레이저 포인트
MRS 33053

빛

레이저는 방출되는 레이저 광선의 형상을 점(포인트)으로 나타나게 하여 단일, 이중 슬
릿 회절 영의 실험, 편광판 뉴톤링, 스크린이나 칠판 등에 기재된 내용의 위치 등을 가
리키거나 지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며 방출되는 레이저 광선의 형상을 평행광선으로
나타나게 하여 매질이 서로 다른 물질(공기와 물)사이의 빛의 진로(입사각, 굴절각, 반
사각) / (오목, 볼록렌즈) 등을 관찰하는 학습용 과학기기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평행광선, 포인트겸용 레이저 발생장치

슬릿으로 만들어져 빛의 진행을 관찰하는데 편리하며 각종 렌즈, 물통, 프리즘 등 다
양한 빛의 실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석칠판에 부착하여 교수용으로 적합합니다.
수평면에서 수직 7cm 이상 빛이 상향 진행되지 않으며, 빛의 상향각을 없애 눈의 피
로를 줄였습니다. 레이저 안정화 회로를 첨부하여 수명이 깁니다.

규격
구성
가격

70 x 20 x 22mm, 레이저 모듈x3
AA건전지 x 2(3V), 레이저 1mW, (AA건전지 별매)
1구 : 55,000원, 3구 : 154,000원

레이저 광학(충전식. 미니 5구)
MRS 74017 .......................................................................... 297,000원

레이저 삼각대
MRS 33056 .............44,000원

· 미니 5구레이저 광학장치로 빛 단원의 실험
을 할 수 있습니다.
· 레이저를 1구에서 5구까지 전환이 가능합니
다. 본 기기는 교육용 광학 제품으로 국제표
준규격 IEC와 IECEE에 통과 되었습니다.
· 출력은 1mW 이하로서 수평 1m거리에서
7cm높이를 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눈높이까지 빛이 오지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
로 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이온리튬전지를
사용하며 충전이 잘 됩니다.
· 10분 충전하면 6시간 사용합니다.
· 자석칠판에 부착이 됩니다.
규격
구성

105 x 55 x 25mm
레이저 5구 1mW (IEC), 핸드폰용 아답터

삼각대와 받침대의 각도 조절이 편리하고
LASER 광선을 직선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ASER 파장 : 650nm,
LASER 치수 : 30 x 30 x 65nm, 삼각대 :
90mm(각도조절)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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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대 (LED광원 포함)
MRS 37020 �������������������������������������������������������������������������������������������������������������������������������������������� 484,000원
렌즈를 사용하여 물체와 광원, 동상의 위치나 크기를 조사하고 그 기능을 학습합니
다. 3색의 고휘도 LED광원 포함, 역 Y자형으로 배치한 LED광원에 볼록렌즈에 의한
도립(상하 및 좌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각 부품은 대상에 넣으면 광축이 일치해,
번거로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속대에서 보정되므로 정확히 실험 할 수 있
고 튼튼합니다.

광학대

치수 약 폭 60, 길이 600mm
알루미늄, 2mm눈금 부착, 볼록렌즈F=65x100mm 2종, 흐림 스크린, 유효
지름 62x62mm, 재질:수지, 홀더 포함, LED광원 고휘도 3색, AA건전지 2개,
재질
수지대인가
화면치수
폭 62 x 높이 77mm, 재질:수지
폭 40, 길이 71mm, 재질:율리아 수지 3개용x1개, 양초 포함
양초 꽂이 치수

물리

광학대(표준형)
MRS 33058 ��������������������������������������������������������������������������������������������������������������������������������������������� 165,000원

빛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을 관찰하고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초점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광학활대 : 1,000 x 40mm, 40mm 이동식 홀더 3개, 광원 : AC 220V, 40W이상 조명, Ø80mm 볼록렌즈(F 12cm) 1개, Ø80mm
오목렌즈(F 12cm) 1개, 스크린(백색) 1개, 원형홀편 1개, 적색, 녹색, 투명광편 1개

규격

광학대
MRS 33057

볼록거울, 오목거울, 볼록렌즈, 오목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을 관찰하고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초점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A형
B형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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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200mm 눈금자 부착, 기본 부속품
1,500mm 눈금자 부착, 기본 부속품
1,500mm 눈금자 부착, 기본 부속품 및 추가 부속품, 편광판 2조, 편광게이트 1개

가격(원)
154,000
275,000
374,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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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학대
MRS 33060 ........ 660,000원(레이저 발생장치 별매)

레이저광통신설명기
MRS 74018 ......................................... 770,000원

단일슬릿에 의한 회절실험, 이중슬릿에 의한 회절간섭실험, 원공에 의
한 회절실험, 연기에 의한 브라운 운동의 관찰실험

통신용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 음성을 전류로 변조하여 660nm의 레이저광으로 송
출한다. 송출된 레이저광을 광섬유 또는 빛 상태로 수신하여 이를 전류로 바꾸어 스
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재생할 수 있는 장치이다.
※실험원리
영상 및 음성정보 ⇨ 전기신호변환기 ⇨ 펄스신호변조기 ⇨ 반도체변조기 ⇨ 레이저
광선 ⇨ 수광다이오드 ⇨ 전기신호변환기 ⇨ 전기신호증폭기

규격
구성

600 x 100 x 120mm
캐리어 3개, 거울 1개, 브라운운동 관찰상 3개, 프리즘 고정대 1대,
슬릿거울 고정대 2개, 오목/볼록렌즈 2개씩, 직/삼각프리즘 1개씩, 필름 마운트 3개

교육용으로 레이저광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빛의 직진, 굴절, 반
사실험, 단색광의 회절, 간섭 실험입니다.

교육용으로 레이저광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빛의 직진, 굴절, 반
사실험, 단색광의 회절, 간섭 실험입니다.

빛

레이저 발생장치(반도체)
MRS 33062 ......................................... 495,000원

물리

레이저 발생장치(가스)
MRS 33061 ......................................... 880,000원

규격

규격

2mW He-Ne

슬릿세트

광학실험 필터세트
MRS 33064 ............................................ 66,000원

MRS 33063

레이저 광학 실험 및 일반 광학 실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트화하였습니다.
구분

A형

B형

0.5mW 반도체 레이저

규격
단슬릿 2개(0.1mm, 0.2mm),
복슬릿 2개(0.1mm, 0.2mm),
멀티슬릿 3개(0.1mm, 0.2mm, 0.4mm),
핀홀 2개(0.1mm, 0.2mm),
색필터 4색(적,청,황,녹색) 16개 1조
단슬릿 2개(0.1mm, 0.2mm),
복슬릿 2개(0.1mm, 0.2mm),
2개 1조 가격

가격(원)

색채가 들어 있는 젤라틴 필름, 카드가 올려져 있는 50mm 정사각형,
발광체 박스에서처럼 주 칼라와 보조 칼라 광학 실험에 있어서 유용함,
칼라 혼합 연구용입니다.

71,500

16,500

구성

빨간색, 초록색, 짙은 청색, 혼합노란색, 자홍색, 광택 있는 청색,
짙은 빨간색, 오렌지빨간색, 황녹색, 순녹색, 청녹색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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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광학 실험장치(SP)
MRS 33065 �������������������������������������������������������������������������������������������������������������������������������������������� 440,000원
본 실험장치는 렌즈를 사용해 빛의 굴절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장치입니
다. 앞면은 실험판에 안구모형을 그려 넣음으로써 수정체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정체의 두께에 따라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져 근
시와 원시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안경을 착용하는 이유와 교정
시력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뒷면은 광학용수조와 반사판이 있
어 굴절과 반사, 난반사, 전반사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ㆍ 앞면의 실험장치를 이용해 수정체의 변형으로 인한 근시, 원시, 교정시
력을 설명할 수 있다.
ㆍ 광학용 수조를 이용하여 굴절 입사각과 전반사 등을 설명할 수 있다.
ㆍ 반사판을 이용하여 빛의 직진, 반사, 난반사, 프리즘 현상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물리

구성

300 x 60 x 230mm
본체, 광원장치 3구(1), 광원장치 1구(1), 볼록렌즈(4), 오목렌즈(1),
반사판(1), 프리즘(1), 광학용수조(1), 보관박스

눈의 구조 실험기(LASER)
MRS 61014 ���������������������������������������������������������������������������������������������������������������������������������������������297,000원
실용실안 출원중

빛
LASER 광선(빛)과 아크릴 렌즈를 통해 눈의 구조를 알아 보는 것으로 우리 눈의 근시, 원시 등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1. 백색판 : 400x240x100mm

2. 자석 부착식

3. 전원 : DC 3V 건전지 AA2개

4. 아크릴네즈 5종

5. LINE LASER

마그네틱 레이저 실험장치
MRS 33067 ��������������������������������������������������������������������������������������������������������������������������������������������� 275,000원
모든 렌즈와 광원, 광학용 물통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자석칠판 등에 사
용 및 설명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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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DC3V 3구 레이저, 렌즈세트, 광학용 물통

크기

광학용 물통(10cm), 광원(110 x 65 x 25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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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학 실험장치
MRS 33068 �������������������������������������������������������������������������������������������������������������������������������������������� 264,000원
■활용범위
이 실험기구는 중, 고등학교 조별 실
험학습에 사용되는 기기로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여 광선이 액체에서 고
체 매개체로 도달할 때 반사와 굴절
현상 등 빛의 경로를 표시하는 기구
입니다.

실용실안 출원중

■실험부품
부품

수량

수조

1개

광원분리기

1개

평면렌즈와 난반사렌즈

1개
1개

평면렌즈

2개

이등변 프리즘

1개

사다리꼴 프리즘

1개

이등변 직각 프리즘

1개
1개
1개

투명 쌍 볼록 기둥렌즈 f=45mm
투명 쌍 오목 기둥렌즈 f=45mm
투명 볼록렌즈 f=120mm

1개
1개

투명 오록렌즈 f=-120mm

1개

각도 표시판

1개

1개

■실험기구의 구조
이 실험기구는 전체 조립식 구조(예제사진). 실험 시 수조에 물을 채운 후 액체 매개체 반사와 굴절을 실험 : 수조에 있는 암나사를 풀어 철 기둥을
중심의 작은 구멍에 고정 시킨 후 고체 매개체의 반사와 굴절을 실험합니다. 광원분리기 설치, 세 개의 빛으로 형성, 학생들은 각종 광선의 형성과
간단한 광학계통 원리를 실험합니다. 기구의 구조는 간단하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학 실험기
MRS 33069

����������������������������������������������������������������������������������������������������������������������������������������������110,000원
광선의 형성과 간단한 광학계통 원리를 실험하는 기기입니다.
1. 각종 렌즈를 통한 여러가지 광학실험
2. 케플러망원경 및 갈릴레이망원경 실험
3. 근시 및 원시 안경 원리 실험
규격

150 x 50 x 200mm, DC3V(AA/2개), 630~650nm/3mW

구성

1. 각도 표시판(1개)
2. 광원분리기(1개)
3. 평면렌즈와 난반사렌즈(1개)
4. 볼록 오목 렌즈(1개)
5. 평면렌즈(2개)
6. 이등변 프리즘(1개)
7. 사다리꼴 프리즘(1개)
8. 이등변 직각 프리즘(1개)
9. 투명 반원기둥 렌즈(1개)
10. 투명 쌍 볼록 기둥렌즈 f=80mm(1개)
11. 투명 쌍 볼록 기둥렌즈 f=45mm(1개)
12. 투명 쌍 오목 기둥렌즈 f=-45mm(1개)
13. 투명 볼록렌즈 f=120mm(1개)
14. 투명 오목렌즈 f=-120mm(1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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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투명 반원기둥 렌즈
투명 쌍 볼록 기둥렌즈 f=80mm

물리

볼록 오목렌즈

물리

2018~2019

광학용수조(DC)
MRS 33070 �������������������������������������������������������������������������������������������������������������������������������������������� 220,000원

물리
서로 다른 액체(기름, 물 등)를 채워 입사각과 투사각을 관찰하고 빛의 굴절을 알아 보기 위한 실험 장치입니다.
규격
구성

300 x 150 x 450mm
레이져 발생장치1, 각도계물통 1, 스탠드부

빛

광학용 수조(LED 광원)
MRS 33073 .......................................... 187,000원

광학용수조(LASER)
MRS 33072 .......................................... 132,000원

<실험 예>

밀봉한 수조와 광원이 일체화된 소형 광학용 수조입니다. 한 손으로 들고 본체를 기
울여서 간단하게 빛의 입사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밝은 교실에서도 고휘도 적색
LED의 적색 라인으로 굴절 및 반사를 확실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조에는 광로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형광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LED광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렌
즈나 거울 등의 굴절, 반사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절약형 LED를 채용하여
전지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각도 눈금판 부착으로 빛의 굴절, 반사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자석이 달려 있어 칠판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규격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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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x 175 x 23mm
AAM 건전지 2EA

액체의 굴절 비율을 측정할 수 있으며, 360도 전체 방향 광선이 매체에
입사할 때 굴절, 반사, 전체 반사 형상을 관찰 가능합니다.

광원

투명 아크릴, 직경 160mm / 눈금판 : 흰색 아크릴, 직경
160mm
반도체 LASER 파장 650nm, 360도 회전 가능

광원 외각틀

전체 플라스틱으로 제작, 나사식 스위치

수조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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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굴절 전반사 실험기
MRS 33074 ......................................... 286,000원

다각도 굴절광원장치
MRS 33075 .......................................... 143,000원

실용실안·의장등록 출원중

플라스틱 수조(각형)의 흡수판으로 취부한 분도기에 레이저 광선(라인
마카렌즈 사양)을 닿게 하면, 수면에서의 빛의 입사각에 따라 수중에서
굴절하는 각도가 바뀌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기(모형)을 넣어 아
래 방향에서 올려보면 고기의 전반사가 관찰됩니다.
구성

수조(투명 플라스틱제 250 x 200 x 50mm)
원형 각도판, 반도체 레이저 광원장치(AC식),
유성펜 1개, DC 6V

규격
구성

물리

규격

본체 중간에 각도기와 물탱크는 자석이 붙을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 스
틸로 만들어 졌고, 다각도에 물의 굴절각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레이저 본체는 서로 분리될 수 있고, 본체는 선생님이 수업하기 용이하
도록 자석 칠판에 부착되도록 했습니다.
160 x 60 x 240mm
레이저, 레이저전원 본체

빛의 굴절 전반사 실험기(수조형)
MRS 37021 ����������������������������������������������������������������������������������������������������������������������������������������������� 33,000원
본체크기
미니수조

170 × 170 × 53mm, 눈금 부착 (최소 눈금 5 °)
외경 φ80mm, 분할 판 부착

※ LED 광원 장치는 별매입니다.

빛 굴절 실험키트
MRS 37022 ............................................ 55,000원

마그네틱 소형 물통
MRS 33077 ............................................ 38,500원

<실험 예>

빛의 굴절을 이용한 현상과 원리를 알아봅시다.
규격

275x100x(H)165mm

빛의 굴절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석칠판에
부착 가능합니다.
규격

130 x 27mm(레이저별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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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미니수조에 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매질을 넣어 빛의 굴절.반사를 실험하
는 장치

물리
LED 일자 전등
MRS 33078 ............. 39.600원

2018~2019
LED 갓 없는 전기 스탠드
MRS 33079

LED 전기 스탠드
MRS 33080 .............88,000원
삼파장 LED 전구사용,
긴 수명

긴 수명과 발열현
상이 없는 LED전
등입니다.

규격

40 x
13cm,
LED 3W

물리

레이저포인트(4in1)
MRS 74019 ............ 44,000원

빛

레이저포인트, 볼펜, 스마트터치펜, 라이트등
4가지 기능이 있는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색상

빨강

레이저 포인트(터치 펜 기능)
MRS 37024 ............. 44,000원

규격

스마트 터치 펜 기능, 라이트, 볼펜, 길이
12cm

레이저 포인트(자바라식)
MRS 37027 ...............11,000원

규격

레이저, 라이트 기능, 16cm

종류
고급형
광량
조절식

가격(원)
55,000

MRS 33082

종류
일반형

규격
16.5 x 1.5cm
16.5 x 1.5cm, 다양한 모양의
고급형
교체용 슬릿 포함

가격(원)
132,000

54 x 18 x 14cm,
LED 13W

레이저 포인트(4구 스틱형)
MRS 37023 ............. 48,400원

규격

점, 일자선, 화살표, 원형 스릿, 9x1cm

154,000

레이저 포인트(안테나식)
MRS 37025 .............55,000원

규격

규격

88,000

레이저 포인트(그린형)

5종 스릿(점, 일자, 화살표, 손가락, 지시),
14.5x0.9cm

레이저 포인트(LP-747)
MRS 33085 .............33,000원

소형 레이저 포인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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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36 x 14cm 8.5W LED전구
36 x 14cm 12.8W LED전구
뒤쪽에서 밝기 조정

금색, 은색, 외형길이 : 6cm

레이저 포인트(UV 기능)
MRS 37026 .............44,000원

규격

레이저 포인트, 라이트, UV 라이트,
10.5cm

레이저 포인트(LP-100)
MRS 33086 .............44,000원

규격

Ø1.0 x 150mm,
AAA건전지 2개 사용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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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장치(300W)
MRS 33088 ........... 132,000원

규격

AC 220V 300W, 스탠드부(높이, 각도,
방향 조절 가능)

전기스탠드(LED용)
MRS 33091 ............ 121,000원

빛이나 열을 발산하여 얻어지는 실험효과를
얻기 위한 기구로서 빛(전구)의 강약 조절과
전구의 방향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빛이나 열을 발산하여 얻어지는 실험효과를
얻기 위한 기구로서 빛(전구)의 강약 조절과
전구의 방향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규격

220V/100W

전기스탠드(터치식)
MRS 33092 .............55,000원

물리

교실이나 과학실 등에서 그림자 관찰실험이나
태양과 달, 지구의 관계를 관찰하는 아주 밝은
빛(광)을 내는 일종의 전기 스탠드입니다.

MRS 33089 ........... 132,000원

전기스탠드(삼파장램프)
MRS 33090 ...........143,000원

적외선등

전기스탠드(광량조절식)
MRS 33093 .............55,000원
빛

빛이나 열을 발산하여 얻어지는 실험효과를 얻기 위한 기구로서 친
환경 LED전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전원

빛이나 열을 발산하여 얻어지는 실험효과를
얻기 위한 기구로서 빛(전구)의 강약 조절과
전구의 방향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Ø140 x 400mm
AC 220V 전용

180 x 130 x 500mm
AC 220V LED 전구 3W 할로겐대비
20W

집게 있는 자바라 스탠드
MRS 33094 .............. 15,400원

집게가 달려 있어 실험하는데 용의합니다

구성

규격
전원

전구 포함

규격

일자전등

전기스탠드(갓없는)

MRS 33096 ............. 24,200원

MRS 33095

바늘구멍 사진기에 어떤 모양의 상이 생기는
지 관찰하는데 사용합니다.(우유빛 전구 포함)
구분
일반전구
LED 3W

규격
110 x 470mm
110 x 470mm

180 x 120 x 300mm, AC 220V용,
광량조절식

가격(원)
24,200
39,600

태양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구본의
높이에 맞춘 일자형 전등입니다.
규격

밑판 Ø14cm x 23cm(H)

종류

전구포함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208

물리
자외선등
MRS 33097 ........... 132,000원

4,000Å 파장대역의 빛을 발생하여 광물의
원소형광물질 등의 분포 등을 알아보는 기기
입니다.

물리

규격

MRS 33100 ..........242,000원

자외선등(소형)
MRS 18011 .............55,000원

• 2x6w 자외선 검은 색 형광등
• 자외선등(UV)를 이용하여 광물검사 및 지폐감별 GEL을
이용하여 손에 세균 검사등이 가능합니다.
• 간단한 ON/OFF 스위치를 이용한 전원공급기능

규격
전력

300 x 150 x 210mm

수은등

2018~2019
자외선 램프(LED 블랙라이트)
MRS 33099 ............. 26,400원

LED로 구성된 자외선 램프로 야광스티커의 자외선 반응실험(글
씨나 그림 그리기 등)이나 형광물질을 발색케하여 형광광물의 감
정 등에 활용하고, 그 외 식품, 의류, 부적 등의 발색에서부터 주변
에도 형광 물체가 많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폐
(돈)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감별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183X100X90mm
AA건전지 6개

자외선 램프(블랙라이트-4W용)
MRS 33098 ............ 24,200원

규격
전원

UV 라이트
MRS 37028 ............ 36,300원

Ø30 x 98mm 정도(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AAM 건전지 1.5V x 3개(별매)

등산용 헤드램프
MRS 33101 .............19,800원

빛
스펙트럼에 기준광으로 사용되는 자외
선 계열의 가시광선 분광계, 분광기, 회
절격자 등의 실험기기에 기준광입니다.
규격

220V/100W

전지식의 컴팩트한 자외선램프입니다.
방전관
전원
규격

MRS 33102

규격
줌조절, 스탠드 포함
자외선기능, 스탠드 포함
레이저 포인트, led손전등,
C형
스탠드 포함
자외선, 하이파워 led, 스탠드
D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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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 8.5X2.5cm

가격(원)
44,000
48,400
55,000
55,000

규격

LED 전구

4W(평균 최대 파장 350mm 부근)
AA건전지x4(건전지 별매)
160 x 53 x 23mm 스트랩 포함

LED 손전등(5W)-줌기능
MRS 37029 ...............9,900원

스탠드식 LED 손전등

종류
A형
B형

규격

LED 손전등
MRS 33103

<DM용>

그림자 관찰등 빛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에 사
용.
규격

5W, 17x2.7cm

종류
DM용
줌기능
일반용

<줌기능>

<일반용>

가격(원)
6,600
26,400
7,7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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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그림자 실험기(교사용)
MRS 33104 ��������������������������������������������������������������������������������������������������������������������������������������������� 341,000원
실용실안·의장등록 출원중

빛의 거리와 방향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관찰하는 기구
로서 광원물체, 스크린을 이용하면서 그림자의 크기와
밝기, 위치 등을 관찰하는 실험기입니다.

물리

규격

길이 600mm, 스크린 300 x 300mm,
할로겐 램프, 사용전원 AC 220V

그림자 관찰세트(노출형)
MRS 33106 .............................................29,700원

빛의 거리와 방향을 이용한 그림자 관찰기구로서 광원, 물체, 막(스크린)
을 이동하면서 그림자의 크기와 밝기, 위치 등을 관찰하는 기구입니다.

빛의 거리와 방향을 이용한 그림자 관찰기구로서 광원, 물체, 막(스크린)
을 이동하면서 그림자의 크기와 밝기, 위치 등을 관찰하는 기구입니다.

빛

그림자 관찰세트 (상자형)
MRS 33105 ............................................ 66,000원

규격

300 x 200 x 200mm

그림자의 비밀
MRS 33107 ............................................ 38,500원

물체와 전등, 각도와 그림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며 스크린의
다양한 숨은 그림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규격

스크린 200 x 200mm, 물체 450 x 200 x 15mm,
전등 1개

규격

밑판 450 x 170 x 15mm, 스크린 210 x 250mm,
광원 6V용 2개, 물체 1개

착시팽이
MRS 33108

............................................ 26,400원

상자에 팽이 하나와 무늬가 인쇄된 원판 12장이 들어있습니다. 원판을
팽이에 끼우고 돌리면 정말 멋진 착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130 x 165 x 25mm
착시원판12장, 필름4장, 팽이1세트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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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조명장치(신형,300W)
MRS 74020 .......... 154,000원

그림자 전등(광량 조절식)
MRS 33110 ...........165,000원

그림자 전등(일반형)
MRS 33111 ........... 132,000원

그림자 관찰 실험이나 태양, 달, 지구의 관계를 관찰등 빛
을 이용한 실험에 용이한 제품입니다. 3단으로 높이가 조
절되며 광폭의 갓이 있어 정확한 실험이 가능 합니다.

그림자 관찰 실험할 때 쓰이는 전등으로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림자 관찰 실험할 때 쓰이는 전등으로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서포트잭(PVC)
MRS 45036 .............66,000원

물체받침대(아크릴, 높이조절식)
MRS 37030 ..............13,200원

규격

AC220V 300W, 스탠드부

물리

서포트잭(철제, 높이조절식)
MRS 45036 ............110,000원

빛

그림자를 관찰할
때, 물체를 올려 놓
는 받침대입니다.
나사를 이용한 높
이 조절이 기능이
있어 자유롭게 원
하는 높이에 물체
를 놓을 수 있습니
다.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어 그림자를
최소화 하였습니
다.

그림자를 관찰할 때, 물체의 높낮이를 변화시
키며 관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철제로 제
작되어 견고하며, 상하조절시 보다 부드러운
동작과 적은 힘으로도 작동됩니다.
규격

200 x 200mm

물체 받침대(아크릴)
MRS 33113 ...............11,000원

그림자를 관찰할 때, 물체를 올려놓는 받침대
입니다. 투명아크릴로 제작되어 그림자를 최
소화 하였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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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80 x 80mm, 높이 100mm

상하 높이 조절의 용도로 교반기, 워터베스,
플라스크 등 실험기구의 지지에 사용됩니다.
규격
규격

높이

150 x 150mm

800 x 800mm
150 x 150mm
170mm
95mm

그림자 인형
MRS 33115 ..............15,400원

그림자 스크린
MRS 33114

사람이나 사물의 그림자 실험을 관찰합니다.

규격

상판
하판
최고
최저

소(400 x 300mm)

24,200

대(500 x 400mm)

28,600

그림자 실험에 사용되는 나무 인형입니다.
팔·다리·머리의 움직임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형의 모습을 그림자를 통해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규격

높이 약 110mm 5개 1조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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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반사경
MRS 33116 ............................................ 55,000원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대칭의 위치에 실물과 같은 상을 만드는 일이나
기울기에 의해서 반사광의 방향 크기를 바꿀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응용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도계 달린 거울 200 x 180 x 100mm, 어둠상자 300 x 200 x
200mm, 레이저광원 AAM 1.5V x2(별매)

바늘구멍 사진기
MRS 33118 ...............11,000원

MRS 33117

빛의 반사 및 굴절실험에 사용됩니다.
구분
A형 목재품
B형 두꺼운 종이

규격
280 x 150 x 150mm

가격(원)
13,200
4,400

어둠상자(신형)
MRS 33120 ............. 26,400원

빛의 직진현상을 실험 관찰할 수 있는 기구입
니다.

나무로 제작된 어둠상자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물체를 보게 되는지, 빛의 굴절과 관련
하여 생각해 봅니다.

빛

어둠상자(일반형)
MRS 33228 .............33,000원

물리

규격

종이상자

사진기의 원리를 실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규격
규격
구성

200 x 80 x 50mm
목재

잠망경 만들기(10인용)
MRS 33121 .................7,700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잠망경 만
들기 세트입니다.

구성

10인용, 잠망경 도면, 아크릴거울

구성

플라스틱 거울(잠망경용)
MRS 33122 ................3,300원

규격
구성

30 x 45mm
10개입

200 x 230mm
1인용, 목재, 꼬마전구, 전지끼우개, 빨대
포함

바늘구멍 사진기 만들기(10인용)
MRS 33123 ..............16,500원

바늘구멍을 만들어서 상이 맺히는 모습을 관
찰하고, 종이 재질로 구멍을 더 뚫어서 상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인용, 바늘구멍 사진기 전개도,
기름종이 등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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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광학용렌즈세트(15종)
MRS 33124 ...........................................110,000원

2018~2019
렌즈세트(자석칠판용)
MRS 33125 ............................................ 55,000원
자석 칠판에 부착할 수 있어
교수용으로 편리합니다.

빛의 반사, 굴절, 내부전반사, 현미경의 원리 등 기초 광학 응용 실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렌즈 세트이며, 자석 칠판에 부착할
수 있어 교수용으로 편리합니다.

물리

구성
재질

직사각형 렌즈, 양볼록 렌즈, 등변 삼각렌즈, 평 오목렌즈, 반원, 예각 직각
프리즘, 직각 이등변 프리즘, 평 오목 반사막, 볼록 오목렌즈, 평 볼록 렌즈, 양
오목 렌즈, 양 오목 반사막, 오목 볼록렌즈, 직사각형 반사막, 양 볼록 반사막
아크릴

여러가지렌즈모음(8종)
MRS 33126 ............................................ 44,000원

구성

8종 1조(자석
칠판용) 볼록렌즈,
오목렌즈, 볼록거울,
오목거울, 평면거울,
반원볼록렌즈,
삼각프리즘, 각도판

여러 가지 렌즈모음(12종)
MRS 33127 ............................................ 39,600원

빛

빛의 삼원색(빨강, 파랑, 초록) 합
성 실험을 완벽하면서도 간편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실험교
재입니다.

구성

구성

사각형 유리제 4종(양볼록, 양오목, 한쪽볼록, 한쪽오목) 1조, 아크릴제
평면 2종(양오목, 양볼록), 아크릴제 삼각프리즘 1종, 돋보기(손잡이형)
Ø76mm 1종

렌즈세트(7종)
MRS 33128 ........................................... 55,000원

고휘도 LED 광학장치
MRS 74021 ......................................... 154,000원
ㆍ 고휘도 LED를 사용하
여 빛의 진행이 선명
하게 잘 보이며 각종
렌즈와 광학용 물통이
있어 물을 넣으면 물
도 렌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ㆍ 스크린판에는 360° 각
도판이 회전을 한다.
각도판을 돌려 입사광
선에 의한 반사각을
거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다목적 광학실험용 렌즈입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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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1조 아크릴제, 정삼각
(직각 삼각, 이등변 삼각 프리즘, 오목, 볼록, 반원형, 직사각)

사각 볼록렌즈, 사각
오목렌즈, 볼록렌즈 76,
51mm, 5,19mm(렌즈만),
오목렌즈 76, 51mm(렌즈만),
사각 볼록거울, 사각
오목거울, 10종 1조 유리제

규격
구성

본체
스크린

130 x 70 x 400mm
175 x 70 x 7mm
렌즈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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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사각볼록오목렌즈
MRS 33129 ............. 16,500원

사각볼록 오목거울
MRS 33130 .............13,200원

거울 3종세트
MRS 33131 ............ 16,500원

규격

규격

50 x 100mm, 2종1조

오목렌즈(7종)
MRS 33133 ............ 26,400원

규격

각 60 x 90mm정도, 사각 볼록,
오목, 평거울 3종 1조

물리

볼록렌즈(7종)
MRS 33132 .............24,200원

각 60 x 90mm정도, 2종 1조

렌즈유리알
MRS 33134

잘 연마된 구형 유리렌즈 7종
규격

50mm FL 100, 150, 200, 250, 300, 500,
1000CMS

렌즈 세트(2종)
MRS 33135 ............. 14,300원

아크릴 광학실험용 렌즈로서, 볼록렌즈와 오
목렌즈의 단면모양으로 제작되어 렌즈를 통
한 빛의 굴절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85mm
볼록, 오목 2종 1조

잘 연마된 구형 유리렌즈 7종
규격

50mm FL 100, 150, 200, 250, 300, 500,
1000CMS

망원경 만들기용 렌즈
MRS 33136 .............. 6,600원

망원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규격

볼록 60mm, 오목 35mm, 2개 1조

볼록
규격
가격(원)
Ø20mm
2,200

오목
규격
가격(원)
Ø35mm
2,640

Ø30mm

Ø50mm

2,420

Ø50mm

2,860

Ø63mm

3,300

Ø75mm

3,960

2,860

바늘구멍사진기용 렌즈
MRS 33137 .............. 6,600원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렌즈입
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0mm, 20mm, 2개 1조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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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잘 연마된 유리렌즈로 다용도 시험용으로 사
용됩니다.

물리

2018~2019

양면 오목•볼록거울(대형)
MRS 33138 ......................................... 440,000원

원통형 거울
MRS 33139 ............................................ 44,000원

디자인등록 출원중

대형으로 직접 물체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양면 앞 볼록, 뒤 오목.
규격

규격

650 x 250 x 700mm

물리

바늘 구멍 사진기(5인용)
MRS 37031 ............ 22,000원

반원형의 오목 거울 : 스테인레스제로 안쪽에 광택 처리함.
반원형의 볼록 거울 : 스테인레스제로 바깥쪽에 광택 처리함
Ø150mm x H75mm

빛의 반사 실험기
MRS 33141 ........... 44,000원

각도기 달린 거울(반사경)
MRS 33142 .............. 4,400원

빛
※광원장치는 별매
바늘 구멍 사진기를 통해 바깥 풍경 사진을
보며 빛의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학교에 있어서 빛의 학습에서 입사각과 반
사각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원
은 태양 또는 「광원장치(학습용)」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

1번, 2번 몸체 사이즈

가로 6.5, 세로 19,
높이 6.5cm

양면거울
MRS 33143 ...............5,500원

다목적 광학실험용으로 사용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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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x 150mm, 각도조절

눈금판

210 x 135 x 45mm
1아크릴 수지제, 눈금 90°~ 0~90°,
반사경 부속

평면거울
MRS 33144 ............... 2,750원

규격

100 x 150mm

빛 진행에 관한 실험용 기구입니다.

규격

투명 반원통
MRS 33182 ...............5,500원

다목적 광학실험에 사용되는 투명한 반
원기둥 모양의 합성수지 수조로서 빛의
투과율이 높으며 각도기의 내장으로 굴
절각도 측정이 용이합니다.

규격

120mm 반원형, 각도기부

100 x 55mm

사각평면거울
MRS 33145 ...............3,850원

규격

95 x 11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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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실험기
MRS 33146 ............44,000원

평면거울(스탠드)
MRS 33147 ............. 16,500원

대기 중에 빛의 이상굴절에 의해 물체가 실제의 방향에
서 벗어나 보이는 현상을 신기루 현상이라 합니다. 이
현상을 거울과(빛을 반사하는 성질) 오목거울을(물체의
허상이 크게 보이는 성질)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동전
의 허상이 구멍 중앙에 나타나게 하는 실험입니다.

광학용 유리를 사용하였고 각도 조절 스탠드
에 부착되어 각도의 선택이 용이합니다.

Ø225mm

규격

Ø110 x 200mm

빛의 반사(10인용)
MRS 37032 ........................................... 28,600원

한쪽은 오목(확대경), 반대쪽은 반구형(볼록)

규격

물리

규격

볼록오목거울(일체형)
MRS 33148 .......... 132,000원

184 x 140 x 304mm

잠망경
MRS 33150

규격
약 300mm

거울의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함을 실험을 통
해 알 수 있습니다.
규격

가로 14, 세로 11, 높이 4cm

무색유리막대
MRS 33151 ............ 44,000원

실버플라스틱 거울(10개입)
MRS 33152 ............. 13,200원

빛의 굴절현상을 관찰하고 유리의 굴절율 측
정에 사용합니다.

얇은 실버플라스틱 거울로 가위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규격

50 x 50 x 100mm, 유리제케이스入

규격

목재

PVC

22,000원

22,000원

손거울
MRS 33153 ................ 1,100원

규격

50x70mm

A4사이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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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거울의 반사를 이용해 직접 눈으
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보며 빛의
굴절과 반사에 대해 이해해 봅니
다.

물리
볼록거울/오목거울
MRS 33154 ....... 각 16,500원

규격

Ø76mm, 대부

2018~2019
볼록렌즈/오목렌즈
MRS 33155 ....... 각 16,500원

볼록오목거울 겸용
MRS 33156 ............ 22,000원

물체를 확대 및 축소하여 관찰하거나 빛이 슬릿
을 통하여 렌즈를 지나는 모양을 관찰합니다.

광학용유리를 사용하였고 각도조절 스탠드에
부착하여 상·하·좌·우 조절이 용이합니다.

물리

규격

Ø76mm, 대부, (받침대 Ø130mm)

삼각프리즘(스탠드식)

규격

Ø100mm 받침대부

프리즘

MRS 33157

MRS 33158

.... A형 : 각 12,100원 / B형 : 각 11,000원

빛의 분산, 굴절 등에 사용되며
가시광선을 분산시켜 단색광을
얻어낼 수 있는 기구이다.

빛
60° x 60° x 60°, 표면이 연마된 투명 아크릴
구분

규격

가격(원)

정각

95 x △27mm

22,000

직각

95 x △27mm

22,000

대형

150 x △27mm, 높이, 각도조절장치(받침대 Ø130mm)

37,400

물 프리즘(정삼각형)
MRS 33159 .............29,700원

빛의 분산, 굴절 실험용의 정삼각형 물 프리
즘입니다. 프리즘 안에 여러가지 용액을 넣어
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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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밑편 40mm, 높이 60mm 2개 1세트
아크릴 수지 재질, 고정밀 가공

A형
B형

규격 : 50mm, 정각프리즘
규격 : 38mm, 정각프리즘

재질 : 투명 아크릴
재질 : 투명 아크릴

90° x 45° x 45°, 모든 표면이 완전 연마됨
A형
B형

규격 : 50mm, 직각프리즘
규격 : 38mm, 직각프리즘

재질 : 투명 아크릴
재질 : 투명 아크릴

핸즈프리 확대경
MRS 33170 ............ 22,000원

휴대현미경(지폐검사용)
MRS 33169 ............ 22,000원

책이나 커다란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
니다.

정밀한 렌즈와 밝은 LED, 자외선 조명으로 구
성되어 고배율로 지폐검사 및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규격

A4정도

규격

Ø21mm - 30X, Ø12mm - 60X,
수은건전지 3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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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볼록렌즈(ABS재질)

돋보기, 볼록렌즈(스텐)

MRS 33160

MRS 33161
유리렌즈에 플라스틱 테 및 손잡이로 되어 있
고 미주 및 선진국에 수출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원)
4,400

규격

가격(원)

Ø63mm

4,840

Ø50mm

4,400

Ø76mm

5,500

Ø65mm

4,840

Ø90mm

8,800

Ø76mm

5,500

Ø100mm

9,900

Ø100mm

9,900

Ø127mm

24,200

볼록/오목거울(스텐, 손잡이)

졸보기, 오목렌즈(스텐)

MRS 33162

MRS 33163
가격(원)
6,600
6,600

규격
Ø50mm
Ø65mm
Ø76mm

<A형>

<B형>

견고하고 튼튼한 PVC재질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Ø90mm(나침반부착)

규격

케이스가 있어서 보관이 편리합니다.
Ø76mm(나침반부착)

원통실린더 확대경
MRS 33175 ........................................ A형:13,200원/B형:22,000원

<A형>
거리가 고정되어 손쉽게 판독이 가능한
원통형 실린더 확대경입니다.

근시(오목), 원시(볼록안경)
MRS 33165 ............22,000원

구성

2종 1조(케이스입)

조명확대경(판넬형)
MRS 37033 ............. 15,400원

<B형>
거리가 조절이 가능하며 야간에 사용이
가능토록 조명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LED조명이 투명 아크릴 판에 내장되어 투명 아
크릴 판에 빛이 발생하여 판넬을 책위에 올려
놓고 글을 읽는 새로운 방식의 독서등입니다.
※ AAA건전지 3개를 연속으로 사용할 시 50시간 이상 사용 가능. 건전지(별도 구매)

규격

배율 5X, 시야범위 75mm

규격

배율 3X, 시야범위 90mm

사이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8x17.6cm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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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돋보기(신형)
MRS 33164 ......................................... A형:8,800원/B형:4,400원

가격(원)
4,400
5,500
6,600

물리

규격
오목거울(손잡이) 76mm
볼록거울(손잡이) 76mm

규격

규격
Ø50mm

물리
선스펙트럼광원장치
MRS 33179 ......................................... 264,000원

2018~2019
선스펙트럼 광원(단색광원)
MRS 33180 ......................................... 990,000원
단색광 원소의 광원을 이용해 제작되
고 분광측정의 기본이 되는 기기입니
다.

기체 방전관으로 원소의 선스펙트럼 분포를 알아 볼 수 있는 기구입니
다. 특히 분광계, 직시분광기를 이용해 원소의 선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리

규격
전원

330 x 160 x 120mm (네온, 헬륨, 알곤)
AC 220V

구성

본체, 램프소켓, 램프후드, 램프
3종(나트륨램프-Na,
수은램프-Hg, 네온램프-Ne)

스펙트럼 실험장치(SP)
MRS 41098 ���������������������������������������������������������������������������������������������������������������������������������������������770,000원

빛

고가의 장비로 포기했던 선스펙트럼 관찰장치,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습니
다. 기체 방전관으로 원소의 선스펙트럼 분포를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수
소, 네온, 헬륨, 아르곤, 질소 등 여러 원소의 선스펙트럼 빛을 관찰할 수 있
습니다.
[특징]
고압이 흐르는 전국부분을 가려 안전하게 설계 되었다. 지지대 고압 전기장
치 방전관 등을 따로 구입하는 불편함이 있던 실험장치를 하나로 구성해 실
험에 매우 편리하다. 기체방전관 보관 부분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방전관을
따로 보관하는 불편함도 줄였다. 기체방전관의 파손이 언제나 염려되었던
부분의 방전관을 짧게 하고 U자 형태로 구부려 깨짐의 위험을 줄였다.

구성
규격

광전류 측정장치
MRS 33183 .......................................... 165,000원

본체, 기체방전관(5종)
410 x 140 x 200mm, 전원 220V

직선 광원장치(직선 필라멘트 전구)
MRS 74022 .............................................72,600원
영의 실험(이중 슬릿에 의
한 빛의 간섭)을 위한 기구
로 직선 필라멘트 전구를
광원으로 하고 슬릿을 통
해 빛의 파장을 측정하는
기구로 셀로판지로 색깔의
변화를 줄 수 있게 제작하
였습니다.

광전관을 이용하여 광전효과를 실험합니다. 플랑크의 정수를 증명하는
기구로, 빛의 파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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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x 160 x 180mm
광전관, 검류계(㎂), 광원, 3색 필터, 가역전압 공급부, 광전류
증폭회로부, 가시광선에서 작동

AC 220V, 직선
필라멘트 전구(지지대
구 포함) 1개, 3색 필터(황,
적, 청색 셀로판지)
성
1조, 슬라이드그라스,
단면도날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다중 섬광장치
MRS 33185 ............... 광원분리형: 825,000원
<광원분리형>

MRS 33186

................광원일체형: 715,000원

<광원일체형>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정지된 위치를 시각화하고 이동 및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섬광램프에 타이머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
으며 디지털 지시판에 의해 속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규격
전원

외부동기 : 1.7~3Vpp, 크세논출력 20W, RPM 60~15(20)
AC 220V 겸용

편광판

MRS 33198 ......... 143,000원

MRS 33199

...... PVC제 : 26,400원 / 알루미늄제 : 55,000원

물리

편광장치

빛

<PVC제>
암석이나 광물의 조직(구조 및 결정)등을 편
광판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입
니다.
규격
구성

260 x 180 x 110mm,
전원부, 편광판 1개, 돋보기 1개

편광필름(시트지)
MRS 33201

<알루미늄제>

암석이나 광물의 조직(구조 및 결정) 등을 편광판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규격

외경 직경 70mm /
편광구경 직경 36mm /
편광기 회전 0~360°(눈금 10°)

규격

Ø210mm 2개 1조 상자입

소형 LED 스탠드
MRS 33232 ............ 15,400원

소형 LED 스탠드(자바라식)
MRS 37034 ............ 14,300원

• 그림자 관찰등
다양한 실험에
사용
• 이동이 용이하
고 불빛각도
7단계 조절가능

• 그림자 관찰등
빛과 관련한 다
양한 실험에 사
용
• 이동이 용이하
고 불빛 각도 조
절이 자유롭습
니다.

얇고 부드러운 편광필름입니다. 가위로 자를
수 있습니다.
A형
규격
B형

두께 0.2mm, 200 x
300mm 와이드판
두께 0.2mm, 500 x
500mm 와이드판

17,600원

규격

75 X 105 X 200mm

규격

66,000원

받침

약 4cm

재질

프라스틱 건전지 AAA 3개 (미포함)

내전원용

AAA건전지 3개(포함)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x 25mm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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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직시분광기(특수형)
MRS 33191 .......... 198,000원

직시 분광기(프리즘)
MRS 37035 .............77,000원

직시분광기(보급형)
MRS 33192 ............ 88,000원

시야에 2개 광원의 스펙트럼 상하를 나란히 놓고 관측
할 수 있으며, 스펙트럼의 파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 굴절을 이용하여 가시광선의 연속스펙트
럼을 관찰할 수 있으면 불꽃 반응 실험시 선스
펙트럼의 선의 분포를 선명하게 볼수 있습다.

프리즘의 굴절을 이용해 가시광선을 회전시켜 연
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이며 각 원소
에 의한 불꽃 반응시 선스펙트럼의 분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수 가공된 슬릿이 내장 되어 선스
펙트럼산이 더욱 선명합니다.

규격

물리

구성

90mm, 슬릿날 길이 4mm, 분산장 약
40mm 비교 프리즘 광로에서 레버 부착
·비교 및 투입기-Ø14mm 반사경,
8 x 8mm 프리즘 ·슬릿-2.5개폐식
·경통의 길이-95X5mm

규격

Ø25 x 110mm, 보관 케이스 포함

규격

Ø22 x 110mm 크롬도금,
아미타프리즘내장, 보관케이스입

간이 분광기(눈금,슬릿조절형)
MRS 37036 ............ 36,300원

간이 분광기(10인용)
MRS 37037 ............ 22,000원

그레이팅에 의해서 빛의 굴절, 간섭의 원리를
설명하고 빛의 스펙트럼과 선스펙트럼의 관찰
이나 그 파장의 측정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슬릿 조절을 통해 광량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간이분광기 입니다.

여러가지 색(파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빛

간이 분광기
MRS 33193 ............. 14,300원

구성

Ø22 x 110mm

재질
규격
접안부
슬릿조정부

플라스틱
180X28mm
30mm
90mm

규격

13x4x4cm

홀로그램 실험기
MRS 33195 .........................................264,000원

물체변형 관찰실험기
MRS 33196 .........................................220,000원

레이저로 홀로그램을 시연하는 기술을 통해 홀로그램 사진을 기록하는
것으로 물체의 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며, 줄무늬의 영향을 기록한 후
물체 광파의 정보를 비추는 장치입니다.

물체는 임의의 압력을 받을 때 미세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형이 너무 미세
하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기기는 광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압력
을 받는 아크릴과 렌즈간의 간섭 조성을 통해 물체 변형 실험을 하는 기기입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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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기, 넓히는 것을 단속하는 투명렌즈, 편광기, Ø90의 플라스틱
고리, U형 고정 받침대, 받침대

규격

광원 : 12V, 20W / 전원 : DC12V, 2A /
치수 : 300 x 150 x 120mm / 중량 : 1.5kg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홀로그램 상자(4인용)
MRS 33202 .............. 8,800원

홀로스펙스 필름
MRS 33203 ��������������������������������������������������������������������� 각 35,200원
필름을 통하여 꼬마전구 등의 점광원을 보면 일
러스트가 나타나는 신기한 필름입니다. 재미있
는 안경 만들기나 빛 공작 등의 소재로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50 x 50mm, 10매입

[홀로스펙스필름 5종]

홀로그램 필름을 넣고 멋진 홀로그램 그림을
관찰하며 그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완성 규격

가로 9,세로 14.3, 높이 4.3cm

<눈의 결정>

<스마일>

회절 격자 필름(5장 세트)
MRS 37038 .............19,800원

투명시트에 종횡 십자로 라인을 넣은 것으로
점광원 등의 조명을 보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
양이 2차원적으로 보입니다.

빛이 진행하면서 틈(슬릿)이나 장애물을 만나
홈을 통과하며 부채살처럼 퍼지는 빛의 회절
현상을 관찰 해 봅시다.

<스파크모양>

회절격자(그레이팅지)
MRS 33205 ....66,000원(1장당)

빛

분광시트(홀로그램시트)
MRS 33204 .............72,600원

<코스모스>

물리

<하트>

규격

슬릿라인 약 1000본/㎝,
150 x 100mm, 10매 1조

이상한 잠망경
MRS 33206 ............... 3,850원

상이 거꾸로 맺히게 되는 신기한 잠망경을 이
용해 빛의 굴절을 알아보는 키트입니다.

구성

두꺼운 종이, 플라스틱 거울 외.

규격

15x15cm

규격

시광스티커세트
MRS 33208 ............. 15,400원

햇빛에 의해 반응하여 색깔이 변하는 신기한
시광스티커입니다. 무색이었다가 햇빛에 노
출되면 빨강, 파랑, 노랑색으로 변합니다.
[사용방법]
1. 햇빛에 노출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2.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규격

A4사이즈

구성

빛의 분산 및 반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15 x 30cm 정도

3D 입체안경
MRS 33209

색에 따라 빛의 전달 속도가 달라짐을 이용하
여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종 1세트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가격(원)

조립형 10개 1조

12,100

완성형 10개 1조

14,300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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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광섬유 꽃 만들기(5인용)
MRS 93143 ............................................ 17,600원

광섬유 원리 실험기
MRS 37039 ..........................................121,000원

항아리 모양의 본체를 톡톡 건드리면
예쁜 광섬유 꽃이 여러 색깔로 반짝거
립니다.

• 빛이 굴절되는 모양을 관찰할 수있는 광섬유 실험장치
• 직선 및 S자형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투명우레탄수지로 레이저
광원(별매)등의 빛의 전반사 실험이 가능합니다.
(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질
크기

본체 -우레탄수지, 받침대 -아크릴수지
본체 :10×20×200mm, 대 :300×75×13mm

물리

광섬유(3종)
MRS 33210 ............33,000원

3색 LED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빛의 전반사와
반사현상을 이해하고 3색으로 빛나는 광섬유
를 만들어 봅니다.

빛의 전송을 목적으로하는 섬유모양의 도파
관으로 주로 통신용으로 사용됩니다.

광섬유(1mm)
MRS 33211 ............ 27,500원

빛

3색 LED 광섬유 만들기(광섬유원리)-5인용
MRS 33213 ............ 22,000원

구성

5인용, 광섬유 20㎝ 10개, 3색 LED, LED
콘넥터, 몰렉스 케이블 등

규격

규격

Ø1 x 800mm 30개 1조(선만)

Ø0.75x500mm 30개 1조, 광섬유
원리설명용 물체 3종(직봉, S자, U자형)
1조 포함

UV열쇠(핸드폰) 고리만들기(10개입)
MRS 37040 .............................................. 7,700원

자외선 발색 구슬(Beads)
MRS 33216 ........................................... 33,000원
자외선(태양 빛)에
닻기 전

자외선(태양 빛)에 닿
았을 때

햇빛과 그늘을 왔다 갔다하면서 재미있는 자외선 체험을 해보세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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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시 길이 약 12cm, UV 구슬 지름:0.5cm

자외선 또는 태양 빛에 닿으면 색이 바뀌는 신비한 구슬(비즈)입니다.
자외선에 닿지 않는 곳에 두면 원래의 백색으로 돌아옵니다. 팔찌를
만들어 차고 다니면 현재의 자외선 수치를 대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적·청·황·보라·오렌지의 혼합
규격

외경 Ø9mm, 내경 Ø3mm, 두께 6mm (약 1,000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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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팽창 실험기(신형)
MRS 34001 ........................................... 40,700원

기존 상품보다 길이를 길게 하여 알코올 램프를 동시에 2개 올려놓고
바닥에 홈을 약간 파서 알코올램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완하여 안정
적 실험을 하고 높이를 높게 하여 실험이 용이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알코올램프 별매)
320 x 160 x 150mm 금속추 2개
금속지지대에 철선과 동선을 연결하여 팽창율을 측정하는
기기(선에 알코올 램프를 이용 열을 가해 금속추의 늘어짐을 비교)

선팽창 실험기(각도기형)
MRS 34003 ...........................................88,000원

금속지지대에 철선과 동선을 연결하여 팽창율을 측정하는 기기입니
다.(선에 알코올램프를 이용, 열을 가해 금속추의 늘어짐을 비교)

규격

물리

규격

선팽창 실험기(보급형)
MRS 34002 ........................................... 24,200원

280 x 100 x 120mm, 구리선 Ø1mm x 260mm,
철선 Ø1mm x 260mm, 금속추 1개

바이메탈(스탠드형)
MRS 34004 ...........................................44,000원
열

3개 심이 따로 있는 알코올램프를 사용하여 금속에 전달되는 열로 인
하여 선팽창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철, 구리(황동), 알루미늄 3종 시료

자동온도조절장치원리
MRS 34005 ........................................... 28,600원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착해 만든 금속판에 열을 가하
여 금속판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구로서 온도조절 등에 쓰입니다.
규격

150 x 200mm, DC 3V

바이메탈(촛불형)
MRS 34006 ...........................................66,000원

온도에 반응하는 금속이 휘어짐 속에
저온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고온에서
전기가 끊어지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
지해주는 기구입니다.

규격
전원

규격
구성

120 x 95 x 130mm / 건전지, 초
별매
건전지 홀더, LED, LED소켓,
부저, 바이메탈, 파이프(2개)

150 x 100 x 120mm
DC 1.5V AAM건전지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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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스털링엔진(메탈형)
MRS 37041 ......................................... 132,000원

온도차 발전기 실험세트
MRS 74023 ........................................... 24,200원

ㆍ 스털링 엔진의 가열 실린더에 열을 가하면 실린더 속 공기가 뜨거
워져 팽창합니다.
ㆍ 패창한 공기는 피스톤을 밀어 냅니다. 냉각 실린더의 공기가 차가워
지면 공기가 수축돼 피스톤을 다시 당깁니다.
ㆍ 이 과정을 반복하며 엔진이 돌아갑니다.

펠티에소자에 열전도율이 좋은 금속판을 접합하여 종이컵에 찬물과 더
운물을 넣으면 온도차에 비례하는 전위차가 나타나 전압이 만들어집니
다. 볼테지 부스터를 사용하면 3V의 전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
기를 공급하면 저열면에서는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낮은 온도가 발생
되고 고열면에서는 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격
중량

16.5 x 9 x 9cm
50g

규격

열전도 비교실험기(스탠드식)
MRS 34007 ........................................... 55,000원

펠티에소자 40 x 40 x 3mm, 온도차 냉열판40 x 40 x20mm,
온도차 물통 Ø60 x 450mm. 온도차 모터(날개포함)

열전도 비교실험기(방사형)
MRS 34008 ........................................... 22,000원

열
<실험장면>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열을 가열할 경우 금속의 고유 전도율에 따
라 열의 전달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속의 전도성이 서로 다름을 실
험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규격

370 x 150 x 130mm

열전도 비교실험기(보급형)
MRS 34009 ............................................19,800원

철, 구리, 유리봉에 동시에 열을 가하여 전도성이 서로 다름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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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x 130 x 150mm

<실험장면>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열을 가열할 경우 열의 전도성이 서로 다름
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규격

Ø215 x 400mm

열전도 비교실험기(신형)
MRS 34010 ........................................... 38,5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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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열실험장치(스크류식)
MRS 34022 ......................................... 154,000원

금속구팽창 실험기(스탠드식)
MRS 34012 ........................................... 24,200원

전류가 흘러 니크롬선에 도달하면,
열에너지로 변합니다. 본 기기는 카
트리지 히타를 사용하여 물속에서
도 저항이 변하지 않게 제작되었으
며 오래 사용하여도 부식이나 접점
불량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간수업에 맞도록 와트(W)를 조절
하였고 투명하게 내부가 보이게 만
들어졌으며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
기 위해 진공칸막이(2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 5V일 때 5Ω(5W) 10
Ω(2.5W), 6V일 때 5Ω(7.2W) 10Ω
(3.6W) 전압이 높을수록 발열량이 높
습니다.
5Ω(5W), 10Ω(2.5W), 전압5V

금속구 팽창실험기(1구형)
MRS 34016 ............. 13,200원

금속구 팽창실험기(2구형)
MRS 34015 ............. 16,500원

물리

규격

바이메탈(손잡이형)
MRS 34018

열

금속구를 가열 후 금속환에 통과시킴으로 금
속의 팽창을 실험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금속구 Ø25mm,
금속환 Ø24.1mm

금속구를 가열 후 금속환에 통과시킴으로 금
속의 팽창을 실험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금속구 Ø20mm,
금속환 Ø19mm, Ø20.5mm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착해
만든 금속판에 열을 가하여 금속판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구로서 온도조절 등에 쓰입니다.
구분

규격

가격(원)

A형

20 x 300mm, 아연+구리

22,000

B형

35 x 300mm, 아연+황동

24,200

줄열실험장치(투명)
MRS 34023 .......... 132,000원

줄열실험장치(열변환형)
MRS 34024 ............ 33,000원

열량계(줄열·비열 겸용)
MRS 34025 ............ 26,400원

전류가 흘러 니크롬선에 도달하면, 열에너지로 변합니다. 본 기기는
카트리지 히타를 사용하여 물속에서도 저항이 변하지 않게 제작되었
으며 오래 사용하여도 부식이나 접점 불량의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간 수업에 맞도록 와트(W)를 조절하였으며 투명하게 내부가
보이게 만들어졌으며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기 위해 진공칸막이 (2중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 5V일 때 5Ω(5W) 10Ω(2.5W), 6V일 때 5
Ω(7.2W) 10Ω(3.6W) 전압이 높을수록 발열량이 높습니다.

고체나 액체의 비열실험이나 열량(히터발열)
측정 등 화학열 실험에 사용됩니다. 외·내부
용기 사이에 단열제(스티로폼)을 사용하여 열
량의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고체나 액체의 비열실험이나 열량(히터발열)
측정 등 화학열 실험에 사용됩니다. 외·내부
용기 사이에 단열제(스티로폼)을 사용하여 열
량의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규격

Ø155 x 200mm, 5Ω, 10Ω

규격
구성

130 x 130mm, 수조 200㎖ 정도
사용전원 DC 6V, 온도계 50°C 1개

규격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 x 130mm, 수조 200㎖ 정도, 줄열용
단자포함
온도계 50°C 1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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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비등 실험장치
MRS 34033 ..........................................110,000원

비열측정장치(투명)
MRS 34027 ..........................................110,000원

온도계 교체용 고무
마개(디지털용)

체크밸브
투명용기 속에 직접 끊는 물을 넣어 기압에 의한 끊는점의 변화를 실험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열온도는
300℃이며 진공 실험도 겸할 수 있습니다. 실험 후 뚜껑을 열려면 체크밸브Ⅱ를 누르면 공기가 빠집니다.
체크밸브는 물통(용기)의 내벽과 외벽사이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였으며 공
기가 들어 갔을 때는 PVC 주사기로 공기를 빼내면 됩니다. 디지털 온도계용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규격
구성

Ø130 x 120mm
진공펌프온도계, 온도계용 고무마개 2종

물리

MRS 34028

비열측정용 물체

현재의 폼은 내부를 볼 수가 있고 물통을 2중으로 해서 진공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보온병과 같
은 구조로서 스티로폼 컵을 대신할 수 있고 직접 내부를 봄으로써 실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
니다. 디지털온도계용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규격
구성

Ø130 x 120mm(비열측정금속 포함)
용기, 교반기, 온도계, 비열측정용 물체 3종, 온도계용 고무마개 2종

열량계(AL 케이스)
MRS 34029 ............ 24,200원

비열측정장치

진공상태 만들기

스티로폼 컵
MRS 34030 ...............3,300원

열
같은 중량의 금속에 비열실험이나 비중 측정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구분

규격

가격(원)

A형

단열용기(물열량계) 1개, 온도계 1개,
비열측정용 물체 3종 1조 상자입(철,
구리, 알루미늄 각100g)

55,000

B형
C형

비열측정용물체(3종 1조)
몸통만

39,600
22,000

열량계(투명)
MRS 34031 ............ 66,000원

규격

Ø130 x 120mm

구성

용기, 온도계, 교반기, 온도계용
고무마개 2종
(디지털온도계 44,000원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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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나 액체의 비열실험이나 열량(히터발열)
측정 등 화학열 실험에 사용됩니다. 외·내부
용기 사이에 단열제(스티로폼)을 사용하여 열
량의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규격
구성

130 x 130mm, 수조 200㎖ 정도,
저항 2개
온도계 50°C 1개

뚜껑이 부착된 용기입니다.

규격

용량이 250㎖ 정도

간이가스 뷰렛트
MRS 34093 ............ 99,000원

수압기(주사기형)
MRS 34097 ........... 121,000원

기체의 체적변화 흐름을 측정하는 간이 상자
형 가스 뷰렛트로 기체가 발생 또는 흡수되는
화학반응 실험을 할 때 기체의 변화 측정을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즐이 3개의 위치밸브와 유연한 누름을 통하
여 연결되는 20㎖와 5㎖크기의 주사기를 가
집니다. 두 피스톤 모두 한계 멈춤을 제공하여
통으로부터 완전 배출되는 것을 막고 두 피스
톤 모두 꼭데기에서 플랫폼을 적재합니다.

규격

120 x 120 x 280mm

규격

100 x 70 x 130mm, 주사기형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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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스티커
MRS 34034
온도 차이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신기한 시온스티커입니다.

<고온>

<저온>

<체온>

시온물감

물리

열감지 종이
MRS 34037 ............22,000원

구분
가격(원)
특징 상온에서 파란색이었다가 고온(40°C 이상)일 경우에 빨강색으로 변함.
파란색 → 빨강(40°C)
6,600원
고온용 색변화
규격
A4
특징 상온에서 무색이었다가 저온(10°C 이하)일 경우에 청색으로 변함.
저온용 색변화
무색 → 청색(10°C)
6,600원
규격
A4
특징 저온에서 녹색이었다가 체온(30°C 이상)일 경우에 노란색으로 변함.
체온
색변화
녹색 → 노란색(30°C)
6,600원
(중온)용
규격
A4
3종 세트
A4 사이즈, 3종(고온, 저온, 체온)1세트
19,800원

MRS 34036
온도 차이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신기한 시온물감입니다.

열

<고온>

열을 감지하여 색깔이 변하는 종이로써 후면
스티커로 제작되어 컵이나 물체에 붙이고 열
전도를 관찰하기 쉽습니다.

구성

A4사이즈 4종 1조

<저온>

<저온, 체온, 고온(체온용)>

특징
상온에서 분홍색이었다가 고온(40°C 이상)일 경우에 흰색으로 변함.
고온용 색변화
분홍색 → 흰색(40°C)
8,800원
용량 15㎖
규격
특징
상온에서 무색이었다가 저온(10°C 이하)일 경우에 청색으로 변함.
저온용 색변화
무색 → 청색(10°C)
8,800원
규격
용량 15㎖
특징 저온(10°C)에서 녹색이었다가 체온(28°C 이상)일 경우에 오렌지색, 고온(40°C)에서 노란색으로 변함.
체온
녹색(10°C) → 오렌지색(28°C) → 노랑(40°C)
(중온) 색변화
12,100원
용
규격
용량 15㎖
3종 세트
3종 1세트
29,700원

매직 물감 손잡이 컵 만들기
MRS 37043 ............................................................................................................................................... 19,800원
•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에 머그컵을 만들어 보세요.
• 머그 제작 장비나 과정없이 누구나 손쉽게 5~10분만에 머그컵을 만들
수 있습니다.
• 60도 이상의(온도가 높은ㄹ 수록 더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물만 부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 5분이내 빠르게 제작을 희망하시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 가능합
니다.
• 손쉬운 제작과정으로 체험학습 및 방과후 수업재료로도 인기가 좋습
니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머그컵, 매직물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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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시온용액(열변색잉크)

대류 관찰 유리관
MRS 34041 ........................................... 44,000원

MRS 34040

액체는 뜨거워진 부분이 위쪽 방향으로 이동
하여 전체가 데워지는 대류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기구입니다. 실험액으로는 시온용액
을 사용하면 대류의 모양을 쉽게 관찰할 수 있
으며 가역성으로 반복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175x15x250mm 정도 약 90㎖ 용량
재질
파이렉스

<실험 예>
상온(실온)에서는 청색, 데우면 적색으로 변색되는 액체로 온도변화를
시각적으로 포착(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커나 시험관에 넣어서 가열하
면 데워진 부분이 빨갛게 되어 상승하는 모양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
으며 물을 30배 희석해서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며 가역성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

용량

100㎖

서모(thermo)잉크

가열점

대류 관찰 유리관에 시온용액
을 채우고 한쪽각을 가열하면
시온용액의 색변화가 처음에
는 윗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전
체로 넓혀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류모양>
①

300㎖

변색온도

약 40℃ 이상, 청색→분홍

부속

계량컵 (10㎖)

금액

대류관찰
유리관

33,000원

플랙스블 스탠드

88,000원

형상기억합금세트
MRS 34042 .............77,000원

②

③

휴대가스

PS열쇠고리 만들기

열받는 PS판

MRS 34050

MRS 34049

열
어떤 형상을 지닌 합금을 저온에서 변형시킨 후 고온으로 가
열하면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합금을 말하며 기능성 신
소재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일스프링: 선경 Ø8mm, 권경 Ø0.8mm, 길이 10mm
규격
초탄성와이어: 선경 Ø8mm, 권경 Ø0.8mm, 길이 10mm
6개 1조(코일스프링: 상온용 2개, 고온용
구성
2개, 초탄성와이어 2개)
Ti-Ni 합금
재질

손으로 데우는 액체
MRS 34043

보일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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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투명
흰색
9.5cm x 9cm

규격
A4 사이즈 10매 1조
A4 사이즈 10매 1조
100개입

에그타이머
MRS 34051 ............. 13,200원

가격(원)
12,100
13,200
29,700

열가소성수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나만의 열쇠고
리등 다양한 악세서리 제작이 가능합니다. 악세서리
의 완성도가 높아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규격
구성

물먹는 새
MRS 34052 ............. 15,400원

분수형

병의 아래쪽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체
온으로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압력
변화로 액체가 위로 상승합니다.
구분
보일러형
분수형

전기오븐 등으로 가열하면 수축하며 두께가
팽창하는 판입니다.

규격
Ø45x170mm
Ø55x170mm

가격(원)
9,900
11,000

달걀을 삶을 때 익은 정도를 색깔의 변
화로 알려주는 타이머로 열이 전달되
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바깥쪽부터 색
깔이 점점 변화합니다.

밀폐된 새의 몸통 일부를 채우고 있는
액체는 증발이 쉽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몸통에
압력변화가 생기게 되면 액체는 이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새는 고개를 숙였
다 들었다 하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규격

50 x 50 x 180mm 정도

PS열쇠고리만들기(10인용) 11,000원
PS열쇠고리판(10매입)
12,100원
10인 1세트, PS플라스틱(A4) 2장,
핸드폰고리 10개, 면장갑 1켤레

오줌싸개 인형(1개입)
MRS 34053 ................1,320원

[실험방법]
① 인형을 차가운 물에 2분 간 넣어주세요.
이 때 머리까지 잠기도록 해주세요.
② 인형을

꺼내서 바닥에 두고 머리에 뜨
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 오줌을 쌉니
다. 약간만 부어 주면 됩니다.
[실험설명]
인형 안의 공기가 찬물로 인해 축소했다
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해서 오줌을 싸게 되는 원리입니다.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모터팬을 이용한 베르누이 원리
MRS 34054 ........................................ 462,000원

베르누이의 원리
MRS 34055 ..........................................110,000원

직경이 다른 유리관에 바람을 불어넣
으면 풍속이 낮은 적은 유리관보다
풍속이 큰 가는 유리관에서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U자관 속에 있는 작은 구슬이
굵은 관 쪽에서 가는 관 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으면 관속에
는 공기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게 되
고 유리관 속의 압력이 공기의 흐름
이 없는 외부의 대기압보다 낮아집니
다. 따라서 밑에 달린 관속의 구슬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바람의 속
도가 클수록 올라가는 힘은 커집니다.

규격
구성
학습내용

200 x 300 x 350mm
실험튜브, 모터팬, 전원장치,
스위치, 가벼운 공
베르누이 원리의 이해를
도웁니다.

규격
구성
학습내용

140 x 270mm
T자관, 가벼운 공
베르누이 원리의 이해를
도웁니다.

액체압력비교 실험기
MRS 34058 ............55,000원

시험관에 물을 적당히 넣고 거꾸로 물속에 담그면 시험관
내의 공기에 의한 부력으로 물위에 뜨게 됩니다. (전체의
평균비중은 물보다 약간 작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을
받으면 이 압력은 물속에 전달되어 시험관 위쪽의 공기를
압축하여 부피가 작아지고 결국 전체비중이 물보다 커져
서 가라앉게 됩니다.

공기를 주입시키면 물체가 작용하고 공기가
빠지면 가라 앉습니다.

본 실험장치는 높이가 다른 물구멍에서 나오
는 물줄기의 모양을 보고 공기 중의 물은 무
게를 가지고 있다는 액체압력을 비교·실험
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Ø100 x 440mm
구성
투명수조, 공기밸브, 공기압축기, 시험관 2개
학습내용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 부력에 대한 이해를 도웁니다.

규격
구성

Ø150 x 310mm
수조 1개, 공기주입구 1개,
주사기 50㎖ 1개

규격

Ø110mm, 높이500mm 스텐제

일기예보 유리병
MRS 74024 ............ 22,000원

물의 깊이와 수압관계 실험기
MRS 34073 .......... 110,000원

액체의 임계각 실험기
MRS 34061 ......... 132,000원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눈, 눈보라등 이러한 기상
조건에 변해가는 액체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
니다. 날씨에 반응하며 변하는 흥미로운 온도 표
시기가 됩니다.

물의 깊이와 압력이 어떠한 관계로 있는지를 조
사하는 실험기입니다. 누름봉에 따라 압력의 크기
를 손으로 느낄 수 있고 무게 추를 이용하여 정량
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통하부는 물의 누
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을 이용한 특수구조
로 되어 있고 원통의 자른 입구의 면적이 다른 때
의 수압과 면적당의 힘의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전반사를 이용하여 액체의 임계각을 직접 측
정하는 실험기입니다. 임계각과 굴절율의 관
계를 검증할 수 있으며 물 외에 글리세린, 짙
은 염화 액체 등 여러 종류의 액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재질

투명 아크릴제 눈금부착(사각수조변조)

주의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수지제이므로 유기용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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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기체

물체의 부력실험기
MRS 34057 ............99,000원

물리

물속의 시험관(부력실험)
MRS 34056 ........ 264,000원

물리

2018~2019

보일의 법칙 실험장치 A형
MRS 34062 .........................................220,000원

진공실험용 스피커
MRS 74025 ........................................... 44,000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실험하는 기구입니다.

특징

규격

블루투스기능의 진공실험용 미니 스피커
입니다.

① 뜨거운 물을 용기에 담았을
때 온도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②차가운 얼음 물을 용기에
담았을 때 온도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차이를
실험 할 수 있다.
170 x 210 x 230mm

규격

크기 50x56 무게 115g 무선거리
8~10m

보일의 법칙 실험장치 D형
MRS 34065 .........................................220,000원

유리관 속의 일정량의 기체에 수은기둥으로 압력을 가하여 기체의 부
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압력과 부피 - 기체를 압축하면 압력이 올라가고 팽창시키면
압력이 내려갑니다.

일정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그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보일법칙을 실험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눈금이 새겨진 20㎖ 실린더가 설치되고 마찰이 적은 피스톤에 상판(추 올려놓
는 평판)이 설치되어있고 일정한 무개의 추 6개로 구성됩니다. 추를 평판에 한 개씩 증가
시키며 실린더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게 제작되었고 실린더 부피를 설정할 때 사용되는
밸브와 외부기기에서 실린더 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보조밸브가 설치 되었습니다.

물리

보일의 법칙 설명기(B형)
MRS 34067 ..........................................176,000원

액체•기체

규격
구성

눈금이 있고 마개가 달린 유리관, 기체부피 및 수은높이 눈금부,
수은그릇 및 수은 포함

보일 샤를의 법칙(디지털식)
MRS 34066 ......... 363,000원

구성

160 x 110 x 215mm
본체(실린더용량 20㎖, 피스톤 질량 41g, open밸브 2개), 추 250g
6개, 주사기 10㎖ 1개

간이 보일의 법칙(스탠드형)
MRS 34069 ............ 48,400원

압력계 달린 주사기
MRS 34070 ............ 33,000원
보일, 샤를의 법칙 실
험기이며, 유리주사기
와 압력게이지를 직접
접속해서, 주사통의 움
직임에 따른 게이지압
의 변화로부터 기체의
법칙을 실험합니다.

압력과 부피, 온도와 부피, 온도와 압력의 관계
를 실험하는 기기로서 기온장치에 니크롬선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온도변화에 의한 관계를
실험하는 기기입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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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x 180 x 200mm
압력계 Ø50mm, 눈금 0~0.5Mpa, 기온장치
100㎖, 전열선: 2Ω, 온도계 ~50°C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
례한다"라는 "보일의 법칙"을 루어락 주사기와
압력계를 이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스탠드형 : 105 x 75 x 85mm

규격

주사기(PVC 50㎖) 압력게이지(0~0.2MPa)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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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형 진공실험장치(디지털식)
MRS 34074 ........................................... 99,000원

진공실험장치(디지털식)
MRS 34075 ........................................... 99,000원

지공부의 용량을 키워 부피가 큰
물체도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전면에 디지털 온도계를 장
착하여 압력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
습니다.

용기의 위 밸브에 펌프를 부착시
킨 다음 펌프를 위·아래로 움직
이면 용기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게 되어 진공상태로 됩니다.
진공상태가 된 용기는 뚜껑이 열
리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및 풍선
으로 진공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

규격

규격
구성

275 x 310 x 220mm

진공실험장치(압력계 부착형)
MRS 34077 ........................................... 55,000원

물리

진공실험장치(신형)
MRS 34081 ........................................... 39,600원

오픈방법 : 용기의 밸브를
열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가
뚜껑이 열린다.
온도측정 : 디지털 온도
액정으로 확인한다.
170 x 210 x 220mm
초코파이, 풍선

액체•기체

진공용기 속에 풍선이나 쵸코파이를 넣은 후 뚜껑을 닫고 펌프로 용
기 안의 공기를 빼내면 용기 안이 진공상태로 되어 풍선이나 쵸코파
이 등이 커지게 됩니다.
규격

180 x 110mm, 1ℓ 배기펌프 포함

진공실험장치(온도계 부착형)
MRS 34078 ........................................... 49,500원

용기뚜껑에 압력계를 부착하여, 진공도에 따라 각 실험의 변화차이를
볼 수 있는 실험기구입니다.
구성

용기(1000㎖,압력계부), 펌프, 초코파이, 풍선, 액정온도계

진공실험장치(JP)
MRS 37044 .........................................264,000원
풍선과 페트병, FM송수신기를
이용한 진공 실험, 진공 상태에
서의 전구 실험까지 다양한 진공
실험이 가능한 우수한 품질의 진
공실험 장치입니다.
수동식 핸드 펌프를 용기에 넣고
상하시켜 진공 (감압) 상태로 만
듭니다.

용기에 온도계 및 센서를 부착하여 온도변화를 바로 관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성

용기(1000㎖, 온도계부착), 펌프, 초코파이, 풍선,
액정온도계

공기펌프
용기본체
뚜껑
부속품

수동식 ABS 수지
카보네이트 제 용량 1000ml 약 φ122 × 145mm (단자)
내열 합성 수지 (밸브 포함)
전구 실험용 니크롬선, 꼭지 (고무 마개 포함) 풍선 (5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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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형 진공실험장치
MRS 34080 ........................................... 44,000원

포토게이트 세트
MRS 74026 ......................................... 770,000원

진공용기 속의 풍선이나 쵸코파
이를 넣은 후 뚜껑을 닫고 펌프
로 용기 안의 공기를 빼내면 용
기 안이 진공상태로 되어 풍선
이나 쵸코파이 등이 커지게 됩니
다.

규격

Ø275 x 310 x 220mm

물리

소형진공펌프
MRS 34082 ........................................... 28,600원

포토게이트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물체의 운동을 측정하는 기구입
니다. 포토게이트에는 발광 다이
오드를 쓰고 광 검출기로는 광 다
이오드 또는 광 트랜지스터를 써
서 서로 마주보게 위치 시킵니다.
그 사이로 물체가 지나가면 에미
터로 부터의 빛을 차단하게 되므
로 광 검출기의 출력 신호가 변화
하게 됩니다.

규격
도르래 규격

너비 75mm
직경:5cm, 질량:5.5g 마찰계수 7x10(-3)

진공낙하실험기
MRS 34083 ......................................... 143,000원

소형의 간이 진공 펌프입니다.
고무제 흡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기를 중심으로 한쪽은 흡기
(진공),다른 한쪽은 배기(압축)하
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기체

규격
진공도

플라스틱제 50㎖ 주사기,
에리콘관, 흡배장치,
ABS재질
약 30Torr(30mmHg)

진공상태와 공기 중의 낙하비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관속에 금
속조각과 깃털을 넣어 2개의 관을 동시에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Ø40 x 100mm
2종 1조

진공펌프
MRS 34084
MRS-300

MRS-400

ㆍ 피스톤 왕복운동에 의해 연속적으로 배기(진공)시켜 진공낙하, 진공방전관 실험 등 진공실험용으로 진공압을 얻어내는 기구입니다.
ㆍ 과학실 및 실험실에 적합하도록 저소음(48~60dB)과 저진동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가볍고 작아 이동성이 우수합니다. 오일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이 없으며 수명
이 아주 긴 제품입니다.

전원
배기속도
최대진공
회전속도
중량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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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300
AC 220V 50Hz
20ℓ/min
675mmHg
3000RPM
3.6kg
715,000

MRS-400
AC 220V 50Hz
34ℓ/min
670mmHg
1450RPM
4.9kg
770,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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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체험세트(5종)
MRS 34085 .......... 143,000원

대기압 체험 실험세트 3종
MRS 34086 ........... 121,000원

기압 체험 실험기
MRS 34087 ............ 26,400원

물체의 고무판을 밀착시켜 당김으로써 대기
압의 크기를 체감하는 실험입니다.

물체에 고무판을 밀착시켜 당김으로서 대기
압의 크기를 체감하는 실험세트입니다.

대기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규격

A형 : 40 x 40 x 5mm
B형 : 100 x 100 x 5mm
C형 : 200 x 200 x 5mm

규격

300 x 300mm, 중력 450g

대기압 체험 흡판
MRS 34089 ............ 66,000원

마그데브르그 고무흡판
MRS 34090 ............ 22,000원

반구에 진공 압을 가하여 장력을 실험하는 기
구로 상•하 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판을 책상 등의 평평한 면에 꽉 누르면 떨어지지 않게
되는 대기압 체감(체험)실험이나 흡판 2개를 붙이면 떨
어지지 않게 되는 마그데브르그(Magdeburg의 반구실
험)의 실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형이면서도 강력하
므로 대기압의 크기의 놀라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흡판을 테이블 같은 평평한 면에 대고 눌러주면
떨어지지 않게 되고, 대기압을 체감할 수 있습니
다. 흡판 2개를 붙이면 위 내용처럼 떨어지지 않게
되고, 마그데브르그 실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액체•기체

마그데브르 반구
MRS 34088 ............ 99,000원

물리

규격

300 x 300, 250 x 250, 200 x 200, 150
x 150, 100 x 100

규격
구성

마그데브르반구 만들기(5개입)
MRS 37045 ............ 24,200원

마그데부르그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기의 압력에 대해
학습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 되는 압력 장치(압력
밥솥, 부항, 스포이드 등)에 대해 토론하여 봅니다.
※외경 45mm 이하의 나침반 사용

구성

수지

Ø60mm
5세트(10개 1조)

약 Ø80 x 50mm, 고무제
2개 1조

불꽃점화기

표면장력
MRS 34091 ............ 66,000원

구성

규격
구성

MRS 34092 ............ 44,000원
압축점화기는 공기
가 단열 압축될 때에
형성되는 고온에 의
해 투명용기 속의 종
이나 솜에 점화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압력과 온
도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압축봉
을 신속하게 눌렀을
때, 압축용기 내의
온도는 상승하여 종
이나 솜에 불꽃을 착
화할 수 있으며 450°
C까지 올릴 수 있습
니다.

7종 1조, 케이스 입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Ø25 x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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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밀도측정기
MRS 34101 ......................................... 198,000원

비중측정용물체(입방체 7종)
MRS 34102

구성 : 철(Iron), 구리(Copper), 알루미늄(Aluminum), 납(Leed), 황동
(Brass), 아연(Zinc), 주석(Tin) 물질의 비중(밀도) 측정용 물체입니다.

물질의 비중(밀도) 측정용 물체입니다.

물리

규격
구성

구분
A형
B형

160 x 50 x 110mm
철, 구리, 알루미늄 3종 1조, 18점 세트

역학적 에너지 실험기 (트리플코스터)
MRS 74027 �������������������������������������������������������������������������770,000원

규격
20 x 20 x 20mm, 7종 1조
10 x 10 x 10mm, 7종 1조

가격(원)
49,500
26,400

비중측정용물체(입방체 3종)
MRS 34105

액체•기체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은 물체가 경사의 높낮이에 따라 가속도를 달리하여 도착하는 시간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
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각 경로 별로 속도측정기(별매)를 위치하여 속도 값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규격
부속품

900x180x75mm(오르막 부분, 발사대 제외)
속도측정기(별도판매)

페트병속 풍선내리기
MRS 34106 ............. 14,300원

힘의 크기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기체의 성질
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험기기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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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60mm, 높이 290mm

구분
A형
B형

규격
20 x 20 x 20mm, 3종 1조(철,
구리, 알루미늄)
10 x 10 x 10mm, 3종 1조(철,
구리, 알루미늄)

가격(원)
22,000
11,000

모세관현상

연통관
MRS 34098 .............77,000원

MRS 34099 ............ 58,300원

구성

구성

유리제, 받침대

유리제, 받침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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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컵(PVC)
MRS 34108

조리를 할 때 재료의 분량을 잴 수 있습니다.
규격
500㎖, 손잡이부
250㎖, 손잡이부

계량컵(600ml)
MRS 37046 ...............4,400원

계량컵세트
MRS 34110 ............. 11,000원

정밀한 부피를 측정하는데 용이합
니다.

조리를 할 때 재료의 분량을 잴 수
있습니다.

조리를 할 때 재료의 분량을 잴 수
있습니다.

규격

규격
구성

스테인리스 200㎖

25, 50, 100, 200㎖
4종 1조

계량스푼세트
MRS 34112 ...............8,800원

다용도 계량스푼(PVC)
MRS 34114 ............... 7,700원

좁은, 넓은 원통형 그릇
MRS 34113 .............19,800원

조리를 할 때 조미료, 가루, 액체
등의 용량을 잴 수 있습니다.

정밀한 부피를 측정하는데 용이합
니다.

한 스푼안에 컵용량과 티스푼이
같이 있어 8종류의 용량을 잴 수
있습니다.

용량은 같고 모양이 다른 투명한 플라스
틱 원통에 같은 양의 액체를 담아 부피의
일정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액체•기체

계량스푼
MRS 34111 ...............6,600원

물리

가격(원)
7,700
6,600

계량컵(스테인리스)
MRS 34109 ...............8,800원

규격

4종 1조

규격

PVC, 6종

구성

4종 1조(색상은 변경 가능)

규격

400㎖, 아크릴제

검지관식 기체측정기
MRS 34121 ............................................................................................................................................ 495,000원
연소실험에서 집기병 안에 발생된 기체의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에 사용
하거나 식물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성분을 측정하고, 그 외 다양한 실험
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기체채취기, 산소검지관 5회분(6~24%)
이산화탄소검지관(각 10회분-0.03~1.0%, 0.5~8.5%)

<소모품 검지관 가격>
2EL

이산화탄소 검지관 (0.03-1.0%)

10회분

44,000원

2EH

이산화탄소 검지관 (0.5-8.0%)

10회분

44,000원

31E

산소 검지관 (6-24%)

5회분

55,0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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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자석(극 표시 있음)

막대자석(극 표시 없음)

MRS 35001

MRS 35002
①

①

③

물리

①
②
③
④
⑤

②

④

구분
강제
알리코 大
알리코 小
세라믹
원주형

규격
170 X 16 X 8mm
100 X 17 X 6mm
70 X 16 X 5mm
70 X 15 X 6mm
Ø8 X 70mm

②

③

⑤
가격(원)
14,300
18,700
8,800
7,700
8,800

말굽자석

구분
① 강제
② 알리코
③ 세라믹

규격
170 X 16 X 8mm
70 X 16 X 5mm
70 X 15 X 6mm

가격(원)
14,300
8,800
7,700

말굽자석 보관대
MRS 35004 ........................................... 48,400원

MRS 35003
자석•자기
<강제>
구분
강제
알리코

<알리코>
규격
70 x 90 x 7mm
55 x 80 x 7mm

링칼라자석 스탠드식
MRS 14016

가격(원)
13,200
17,600

말굽자석 보관용으로 자력유지 철편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자력유지
철편은 분실되지 않으며 자석 보관에 편리합니다.
규격

원형 칼라 자석(손잡이부)-목재
MRS 14018 ............ 13,200원

말굽자석 12개 보관

고리자석세트(손잡이부)
MRS 17002 ............ 11,000원

플라스틱세트

목재세트
규격
목재세트
플라스틱세트
링칼라자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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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칼라자석
가격(원)
15,400
14,300
11,000

자력을 이용한 부력실험 등에 사용합니다.

규격

Φ32 x 9 x 8mm, 6색1조, 손잡이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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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자석세트
MRS 35009 ..........................................110,000원

여러가지 자석의 종류 및 쓰임새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교과서에 나오는 자석세트
MRS 35010 ........................................... 26,400원

구성

미니 자석판 400 x 300mm
자석 9종 142점

소리가 나는 자석
MRS 35008 ........................................... 33,000원

물리

종합자석세트(11종)
MRS 35102 ........................................... 36,300원

막대자석, 말굽자석, 막대자석(원형), 링칼라 자석, 동전자석,
네오디움자석, 케이스입

자석•자기

구성

말굽자석, 극표지있는 막대자석, 극표시없는 막대자석(노랑, 은색),
링칼라 자석, 동전자석, ND자석, 원주형막대주석, 매미자석GG볼,
케이스입

2개의 자석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던지면 공중에서 서로 잡아
당겨 만나면서 소리가 납니다.
구성

직경 25mm(2개 1조)

매미자석

투명칼라 자석

원형칼라자석

MRS 35007 ...............1,430원

MRS 35012

MRS 35011

구분

가격(원)

규격

가격(원)

Ø5색 15mm 20개입

8,800

Ø20mm 10개입

3,300

Ø5색 20mm 20개입

9,900

Ø30mm 10개입

4,400

Ø5색 23mm 20개입

11,000

Ø40mm 5개입

3,300

Ø5색 30mm 20개입

13,200

자석을 던지면 공중에서 서로 잡아당겨 매미
소리가 나는 자석입니다.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개 1조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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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판자석(칼라)
MRS 35014 ............ 17,600원

고무판자석

고무줄자석
MRS 35015 .............. 2,200원

MRS 35016

구분

규격

200 x 300 x 0.8mm, 5색 1조

규격

8 x 4mm정도, 길이 1m, 1개당

네오디움(ND)자석

물리
자석•자기

규격

가격(원)

A형

300 x 300 x 2mm

7,700

B형
C형

300 x 300 x 3mm
300 x 300 x 0.8mm

9,900
3,300

동전(원형) 자석

MRS 35017

모양

규격

MRS 35018

가격(원)

모양

규격

가격(원)

원형

Ø5 x 3(T)mm

550

원형

Ø30 x 10(T)mm

17,600

원형

Ø10 x 3(T)mm

880

구형

Ø10mm

4,400
2,640

원형

Ø10 x 5(T)mm

1,100

구형

Ø5mm

원형

Ø10 x 10(T)mm

2,200

사각

10 x 10 x 5mm

1,430

원형

Ø15 x 5(T)mm

2,750

사각

10 x 15 x 5mm

2,200

원형

Ø20 x 5(T)mm

4,400

사각

10 x 20 x 5mm

2,750

원형

Ø20 x 10(T)mm

7,700

사각

10 x 50 x 5mm

6,600

원형

Ø25 x 3(T)mm

5,500

사각

25 x 50 x 5mm

14,300

원형

Ø25 x 5(T)mm

6,600

사각

25 x 50 x 10mm

28,600

모양
단면자석
단면자석
단면자석
단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양면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링자석

규격
Ø15 x 3mm
Ø20 x 3mm
Ø25 x 3mm
Ø30 x 3mm
Ø15 x 5mm
Ø20 x 5mm
Ø25 x 5mm
Ø30 x 8mm
Ø27 x 12.5 x 5mm
Ø30 x 10 x 5mm
Ø32 x 18 x 6mm
Ø35 x 17 x 6mm
Ø45 x 22 x 8mm

구성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0개입
1개당
1개당
1개당
1개당
1개당

가격(원)
1,100
1,320
1,650
2,200
1,650
3,300
5,500
11,000
770
1,320
1,650
1,980
2,200

자성유체 관찰세트
MRS 74028 ...............................................................................................................................................66,000원
자성유체는 최첨단 소재로 되어 있으며, 유리병 속 용액에 자성유체를
놓여서 자석을 가까이 대면 자력의 영향에 의해 자성유체의 유리병 속
에 뿔 형태로 변화되어 자력선의 모양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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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x 50 x 90mm
사각유리병, 용액, 액체자성유체, 원형 손잡이 ND자석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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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퍼티(생각하는 반죽)
MRS 35022 ............................................77,000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신소재 실리콘
고무에 마이크로 자석입자를 혼합시
켜, 물질에 다양성을 표현합니다. 반죽
에 자석(ND)을 갖다 대면 마치 살아있
는 듯 움직이며 자석(ND)으로 다가갑
니다. 순간적인 힘을 가하면 이 반죽은
산산조각 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반죽(약90g),
구성
네오디움 자석(입방체)
Befoer
▶

▶

▶

After

자성유체 세트(칼라)
MRS 74029 ........................................... 44,000원

자성유체는 최첨단 소재로 되어 있으며, 원형 유리병 속에 용액 및 자성유체가 들어있어 자석을 가까이 대
면 자력의 영향에 의해 자성유체의 유리병 속에 뿔 형태로 변화되어 자력선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은 임의배송 됩니다.
규격
Ø30 x 125mm
구성
원형유리병(액체자성유체 내장됨), 손잡이 ND자석

자석 띄우는 장치
MRS 35025 ..............4,400원

자석을 이용해 자성 액체를 옮기며 재미난 실
험을 해보세요.

자석의 자력선(자극의 배치상태)을 보여주는
필름, 필름을 자석에 접속(밀착)시 착자된 극
수, 형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석의 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관
찰하는 기구입니다. ※ 자석 별매

규격

자석회전대 A형
MRS 35026 ........... 26,400원

100 x 100mm

자석회전대 B형
MRS 35027 .... 6,600원(자석 별매)

규격

80 x 130 x 100mm

자석회전 받침대
MRS 35023 .............. 7,700원

자석의 N, S극으로 반으로 잘라도
4개의 N, S극이 생기고 어떠한 물체
(예:나무, 플라스틱, 비철금속, 인체)
라도 자력의 힘 만큼 투과되는 성질
을 직접 실험할 수 있습니다.

ㆍ 고정용 받침대가 있어 자석 회전대를 고정하
면 자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험에 편리함.
ㆍ 회전대의 높이가 5cm로 낮아 안정감이 있음.
ㆍ 황동샤프트가 회전축으로 되어 있어 수명이
영구적이고 견고함.
60 x 30mm 각형, 원형 받침대 자석의
규격 양극간 흡인반발 실험, 정전기 실험, 방위각
실험(4개 1조), 고정받침대 1조 2개 포함

회전 샤프트는 황동과 볼베어링으로 조립되
어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보드판에 고정하여
강력전자석과 조립하여 실험.
※ 자석 별매
규격

60 x 30mm

자석의 특성실험, 방위각 실험, 정전기의 대전
실험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Ø60 x 45mm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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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자기

마그네틱 뷰어필름
MRS 35024 ........... 33,000원

물리

액체 자석(자성체) 공만들기(10인용)
MRS 37047 ........... 33,000원

물리

2018~2019

공전팽이
MRS 35029 ..............................................8,800원

공중부양팽이(레비트론)
MRS 35030 ........................................... 44,000원
중력에 역행하여 회전하
면서 공중의 한 점에서 부
양하는 신비한 팽이입
니다. 부양 보조대 위에
팽이를 돌린 상태에서 보조
대를 살며시 들어 올려 일정
높이가 되면, 팽이가 스스로
공중 부양합니다.
※ 자석 스테이지에는 매우
강력한 자석이 사용되고 있
습니다. 자석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부근에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신기한 공중회전 팽이입니다.
규격

35mm x 120mm

물리

자기부상팽이
MRS 35031 ............................................ 14,300원

공중부양지구본(LED형)
MRS 37048 ......................................... 132,000원

자기장과 중력을 이용하여 팽이
를 공중에 부양시킵니다.
(자기부상열차 원리 이용)

자석•자기

포장 : 160 x 140 x 40mm,
자석판 : 117 x 117 x 18mm,
팽이 : Ø370 x 310mm,
아크릴판 : 117x117x20mm
자석판 1개, 팽이 1개, 지지대
구성 2개, 아크릴판 1개, 무게 추
9개, 고무링 2개
제품이 물에 젖지 않게
하고 TV, COMPUTER,
주의
MAGNETICTAPE를 주위에
놓지 말 것
규격

전기 자력 관찰기(교사용)
MRS 35033 ............ 36,300원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해 공중에 떠서 회전하는 신기한 지구본
사이즈
메인 재질

마그네틱카드
MRS 35036 ............... 7,700원

24.5x17x5cm
PP, 메탈, 자석

자석수레
MRS 35038

A형
B형

자석의 극성을 이용하여 자기부상열차의 원
리를 실험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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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자석 : Ø13cm
대형 고리자석(빨강, 파랑) 각 1개, 지주대

카드의 마그네틱선에 철가루를 뿌려 자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성

10매 1조

자석의 당김력과 반발력에 의한 실험장치로 마찰
이 적은 특수 베아링을 사용하여 미세한 자력에도
움직임을 보이는 고성능 수레입니다. ※자석 별매
구분
A형
B형

구성
2개 1조
1개

가격(원)
60,500
13,2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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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나침반 학습기
MRS 37050 ............................................ 14,300원

MRS 35040

A형

B형

C형

D형

규격

가격(원)

A형

40mm, 방위표시 8, 눈금표시 360°, 스텐레스뚜껑부

15,400

B형

50mm, 방위표시 16, 눈금표시 360°, 플라스틱제

3,300

C형

50mm, 방위표시 8, 눈금표시 360°, 플라스틱제
15mm, 방위표시 8, 눈금표시 360°, 플라스틱제(시계나침반)

4,400
2,750

D형

나침반(28mm)

나침반의 사용법을 익힐 때의 보도 도구입니다. 본체의 화살표를 돌리
며 방향을 조사하는 쉽게 나침반의 사용법을 학습 할 수 있습니다.
※ 외경 45mm 이하의 나침반 사용
규격

수지

물리

구분

나침반(38mm)

MRS 35041

MRS 35042

자석•자기

<실험예>

<A형>

<B형>

소형 나침반으로 각종 자력선 실험에 적합하며 바닥판이 아연 다이케스팅으로 받
침 바늘이 견고하고 무게가 있고 바닥에 미끄럼방지용 특수고무판이 부착되어 고
정이 안정되고, 10개입, 30개입 케이스에 고정되어 보관과 운반이 편리합니다.
구분
A형
B형

규격
30개입, 플라스틱 케이스
10개입, 플라스틱 케이스

가격(원)
132,000
44,000

교과서에 나오는 나침반세트
MRS 35043 ........................................... 39,600원

소형 나침반으로 자석 주위의 자기장 실험에 적합하고 아연 다이케스
팅 제품으로 무게가 있어 안정감이 뛰어 납니다.
규격

구성
8개 1조
개당

38mm X 17mm

가격(원)
28,600
3,850

12 in 1 나침반
MRS 74030 ............................................ 26,400원
ㆍ 나침반 기능은 물론 파이어스
틸, 조난시 사용하는 호루라기
및 반사판등이 내장되어 있습니
다.
ㆍ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지도를 비출 수
있는 간단한 후레쉬 기능도 있
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나침반세트로서 케이스가 있어 보관이 편리합니다.

구성
구성

5종, 상자입

1. 호루라기
5. 돋보기
9. 나침반

2. 파이어스틸
6. 거리눈금자
10. 습도계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파이어스틸칼
7. 반사판
11. 온도계

4. 픽업핀
8. 수평계
12. 후레쉬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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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디지털)
MRS 35045 ............................................ 55,000원

방위측정용 나침반으로 디지털식으로 방위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확인) 할 수 있습니
다.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 밤에 어두운 곳에서도 방위를 확인 할 수 있어 편리 합니다.

물리

측정범위
방위표시
전원

0~360°
16방위(영문)
버튼전지 CR2032X1개

측정단위
기능
규격

1°
끈부착(목걸이)
50 x 70 x 20mm, 37g

나침반(고급형 스텐제)
MRS 35046 ............................................. 16,500원

스텐케이스 제품으로 무게가 있어 안전감이 뛰어나고 강력한 자력의
자칙을 사용 반응이 민감하고 움직임이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규격

브런턴 나침반 B
MRS 35048 ........... 26,400원

다이케스팅 제품으로 무게가 있어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브런턴 컴퍼스를 간단하게 제작한 것으로 초
등교육에 적합합니다.

브런턴 나침반 C
MRS 35049 ........... 22,000원

자석•자기

브런턴 나침반 A
MRS 35047 ........... 36,300원

Ø60 x 131mm

나침반 E

나침반 F

방위표시가 크게 되어 읽기가 편리합니다.

나침반 G

MRS 35050 .............. 7,700원

MRS 35051 ..............8,800원

MRS 35052 ..............9,900원

덮개를 사용하여 나침반을 보호하며 자기장
실험 등에 적합합니다.

덮개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각도조절용 링이 있으며 야외에서 사용이 편
리하도록 줄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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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뚜껑있는 나침반(목걸이형)
MRS 35054 ...............6,600원

나침반 자기장
MRS 35055 .............. 8,800원

지도용 나침반
MRS 35056 ............ 27,500원

방향이나 거리등을 측정할 때 사용 합니다.
규격

120 x 60mm

목걸이 줄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분실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규격

규격

120 x 60mm, 나침반 포함

Ø45mm, 목걸이 및 뚜껑부착

클리노메터 나침반
MRS 35057 ............ 22,000원

물리

나침반 고정대
MRS 35059 	���������������������������������������������������������������������������� 16,500원

자석•자기

※ 코일 0.52m 포함, 나침반 별도
각종 나침반을 고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플라스틱 제품 4개 1조

나침반 받침대
MRS 35058 ............... 8,800원

규격
구성

120 x 60mm
에나멜선 0.6 x 10회 / 5회,
2회로 단자

철분브링크
MRS 36030 ............44,000원

버튼 조작으로 철가루를 뿌리는 자력선 실험이나 실험
과정에서 흐트러진 철가루를 모으는데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철가루 보관용기 겸용 철가루 실험장치.

경사각과 높이를 측정하는 클리노미터 기능
을 겸비한 나침반으로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투명 각도 기판에 거울 달린 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가루 뿌리개
MRS 36031 ............... 2,750원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Ø45 x 70mm, 20g 정도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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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침배열 자기장 실험기(172개 자침배열)
MRS 35065 ..........................................110,000원

자성체 실험기(780개 자석배열)
MRS 35066 ......................................... 132,000원

150mm

200mm

172개의 자침이 고정된 판위에 배치되어 자석을 놓으면 자력선이 뚜렷
하게 나타납니다. OHP로 확대 관찰됩니다.
규격

물리

구성

200 x 150mm,
자침 172개, 알리코각주자석 2개, 원주자석 1개, 전자석 1개,
전자석 감기 콘크리트못 2개,
코일 Ø0.4mm 1개, 코일 Ø0.6mm 1개, 전자석 연결 리드선 1개,
플라스틱 보관상자

평면자력선 실험기
MRS 35061 ........................................... 44,000원

소형자석 780개가 배치된 자성체 실험판으로 각종 자석의 자력선을 관
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250 x 250mm
알리코 자석 3종, 분말자석 2종,
네오디움자석 2종, 플라스틱 보관상자

평면자력선 관찰실험기
MRS 35064 ...........................................55,000원

자석•자기

아크릴 수지판에 미세
한 그리드를 만들어 철
가루의 형성을 쉽게 관
찰할 수 있도록 한 자
력선 관찰기구로 교육
개발원, 과학교육원,
교육대학에서 자료의
우수성을 평가 받았으
며 서울초등교사 실험
연구시 실험자료로 활
용되고 있습니다.
특징
규격

여러가지 형태의 자력선을 정확하고 쉽게 관찰, 비금속(납, 구리,
알미늄)의 자력선 통과 실험 등 OHP에 올려놓고 스크린에 투영할 수
있다. 철가루를 직접 만지지 않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00 x 250 x 15mm, 자석 별매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및 자력선을 평면적으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정
밀하고 투명해서 OHP 등 실물 화상기로 관찰이 용이합니다.
규격

평면자력선 실험기(3판)
MRS 35060 ........... 33,000원

자침 입체 자력선
MRS 35062 ......... 143,000원

막대자석에 의한 철가루(자력선)의 움직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 도구를 투시물
환등기에 올려 놓으면 스크린으로 전체 학생
이 볼 수 있습니다.

ㆍ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및 자력선이 입체적으로 형성됨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ㆍ 자석을 자침판에 대면 흐트러진 자침들이 일시에 입체적으로 형
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ㆍ 본 제품은 투명하여 OHP에 올려놓고 자력선이 형성됨을 스크린
에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졌습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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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200 x 6mm
평면판 3개 1조

규격
구성

150 x 150 x 25mm
자침 108개, 알리코 막대자석 1개

3종 1조

평면자력선 실험기(원형)
MRS 35063 ........... 33,000원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및 자력선을 평면적으로
관찰하기 쉽습니다. 정밀하고 투명하여 OHP
및 실물화상기를 통해 관찰하기 좋습니다.
규격

Ø240 x 6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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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선 종합실험 관찰세트(7종)
MRS 35073 	�������������������������������������������������������������������������������������������������������������������������������������������� 330,000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현상을 관찰하는 기구로서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감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막대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막대자석과
같은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과학 전시관 품질우수 교구 선정품
규격

케이스 310 x 210 x 130mm

구성

평면자력 2개1조, 입체자력 2개1조, 원형코일 1개, 직선코일
1개, 솔레노이드 1개, 막대자석 2개, 원주자석 2개

자력선 종합실험 관찰세트(신형)
MRS 35074 	���������������������������������������������������������������������������������������������������������������������������������������������297,000원
※ 평면 자력선관찰기(155 x 90 x 10mm) 2개

※ 입체 자력선 관찰기(75 x 75 x 75mm) 1구 2개

물리

철가루가 잘 섞이도록 용기를 잘 흔들어 준 후,
막대자석과 말굽자석을 이용하여 자력선을 다양
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 입체 자력선 중앙에 있어 자력선을 입체
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자기장 실험관찰기 세트(97 x 97 x 30mm) 3개

구성
부속품

원형코일자기장 1구와 5구,
솔레노이드(사각) 자기장 1구
원주자석 2개, 막대자석 2개,
말굽자석 1개, 연결선 1조, 보관상자입

자력선 종합실험 관찰세트(5종)
MRS 35075 	�������������������������������������������������������������������������������������������������������������������������������������������� 220,000원
※ 평면 자력선관찰기(155 x 90 x 10mm) 2개
철가루가 잘 섞이도록 용기를 잘 흔들어 준 후,
막대자석과 말굽자석을 이용하여 자력선을 다양
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자기장 실험관찰기세트(97 x 97 x 30mm) 3개
원형으로 감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
드에 의한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막대코일
에 전류가 흐르면 막대자석과 같은 자기장이 흐
릅니다.
(투명용기로서 OHP 활용가능)

구성
부속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형코일자기장 1구와 5구,
솔레노이드(사각) 자기장 1구
막대자석 2개, 말굽자석 1개, 연결선 1조,
보관상자 입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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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자기

원형으로 감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
드에 의한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막대코일
에 전류가 흐르면 막대자석과 같은 자기장이 흐
릅니다.
(투명용기이므로 OHP 활용가능)

물리

2018~2019

........................................... 88,000원

자력선 관찰실험기(원통형)
MRS 35079 ......................................... 143,000원

말굽자석과 원자석에 의한 자기장 형성됨을 관찰하기 쉽게 만들어졌습
니다.

말굽자석과 막대자석이 자기장 및 자력선을 입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침자기장
MRS 35072

규격

자침자기장 150 x 30mm, 자침부, 말굽자석, 원주자석 각 1개

규격
구성

175 x 205mm, 220 x 205mm
말굽자석 1개, 막대자석 1개

물리

입체자력선 관찰세트(2종)
MRS 35081 ........................................... 99,000원

철가루가 잘 섞이도록 용기를 잘 흔들어 준 후, 막대자석과 말굽자석을
이용하여 자력선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 입체자력선
중앙에 있어 자력선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주자석이 입체자력선 추에 배치되어 있어 자력선을 입체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대자석에 의한 철가루의 움직임이 자세히 보입니다. 입
체적으로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투시물 환등기에 올려놓고 스
크린으로 전체 학생이 볼 수 있습니다.

자석•자기

입체자력선 관찰세트(4종)
MRS 35080 ......................................... 187,000원

규격
구성

155 x 90 x 10mm, 75 x 75 x 75mm
원주자석 2개, 막대자석 2개

자침자력선 관찰기
MRS 35070 ......................................... 143,000원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및 자력선이 입체적으로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습
니다. 자석을 자침판에 대면 흐트러진 자침들이 일시에 입체적으로 형
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키트는 투명하여 OHP에 올려놓고 자력
선이 형성됨을 스크린에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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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x 150 x 25mm
자침 118개, 막대자석 1개, 전자석 200회 1개

구성

막대자석 1개, 말굽자석 1개, 평면자력 1개, 입체자력 1개

자침자력선
MRS 35071

........................................... 22,000원

자석에 의해 자력선의 입체적인 형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여
OHP에 올려놓고 자력선이 형성됨을 스크린에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
습니다.

규격

자침판 150 x 105 x 200mm, 자침 24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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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력 부력 실험장치(SP)
MRS 36213 ......................................... 330,000원

전자센서를 활용하여 물체의 부피와 무게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용기
내에 물을 서서히 주입하여 물의 잠김 상태에 따라 물체의 무게 변화량
을 연속적으로 측정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0 x 200 x 300mm

자기부력실험기(아크릴)
MRS 35084 .........................................363,000원

각기 다른 파이프에 네오디움 자석을 낙하실험 해 봄으로서, 전류의 자기장과
와전류의 실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크릴파이프에는 LED가 붙은 코일3
개가 있습니다. 낙하속도에 의한 빛의 밝기와 전류의 세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350 x 200 x 500mm
파이프4종(구리, 절개된 구리봉, 아크릴, 알루미늄), 코일3개, 네오디움 자석 4개

자이로드롭의 제동
MRS 35087 ........................................ 484,000원
거대하고 큰 무게의 자이로드
롭이 제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마찰력을 이용한 브레이크가
아니고 맴돌이 전류효과를 이
용합니다. 시범을 통하여 맴
돌이 전류에 의한 브레이크
효과를 확인합니다.

규격

200 x 300 x 910mm
충격완충스탠드,
자석운동용 봉, 금속봉
구성
2종 3개, LED코일 3개,
자석 1개, 금속봉 1개
맴돌이전류를 이용한
학습
자이로드롭의 제동원리를
내용
이해합니다.

규격

350 x 200 x 500mm
파이프 3종(구리,
구성 아크릴, 알루미늄), 코일
3개, 네오디움자석 3개

자화기
MRS 35092 ........................................... 99,000원

와전류 실험기(렌츠의 법칙 실험기)
MRS 35090 ........................................... 66,000원
구리 등 자석에 붙지 않는 금속 파이프 안에
네오디움 자석을 떨어뜨리면, 도체의 자속 변
화와 함께 와장의 전류가 흘러, 자석이 움직
이려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자력이 움직
여 천천히 떨어지는 와전류의 신기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네오디움 자석과 금속구의 비교
와, 동파이프와 알미늄 파이프, 아크릴 파이프
의 비교실험이 가능합니다.

탄소밀도가 높은 강제에 자력을 넣을 수 있는 장치로, 직류로 자화시키
고 교류에 의해 탈자 가능합니다.
규격

AC 110/220V, 착자구 2개

구리파이프 : 내경 Ø11mm, 길이 500mm 1개
알미늄파이프 : 내경 Ø11mm, 길이 500mm 1개
아크릴 파이프 : 내경 Ø11mm, 길이 500mm 1개
규격 네오디움자석 : 구형(공모양) Ø10mm 3개,
원형 Ø10X10mm 3개, Ø10X3mm 3개,
링자석 외경 Ø22.5mm 3개
쇠구슬 : Ø10mm 3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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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자기

• 각기 다른 파이프(구리,
아크릴, 알루미늄 3종류)
에 네오디움자석을 낙하
실험 해봄으로서 전류의
자기장과 와전류의 실험
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특
히 아크릴 파이프에는
LED가 붙은 코일 3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낙하속도에 의한 빛의 밝
기와 단자에 직접 전류의
세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
다.

물리

규격

자기부력 실험기(B형)
MRS 35083 .........................................396,000원

물리

2018~2019

전류와 자기장(B형)
MRS 36010 ......................................... 143,000원

전류에 의한 자기장
MRS 36014 ......................................... 319,000원

직류와 교류의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현
상을 관찰하는 기구로서 도선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
형으로 감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막대자석과 비슷한 자기장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은 힘을 받으며 그
방향은 자장과 전류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석의 방향을 바꾸어 자력
선과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가며 벡타적인 힘의 방향을 확인 시킵니다.
또한 같은 원리로 코일에 대한 현상도 겸하여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

규격
구성

97 x 97 x 30mm
직선자기장, 원형자기장, 솔레노이드자기장

규격
구성
학습내용

200 x 300 x 155mm
원형코일/사각코일, 회전지지대, 자석, 전원장치, 스위치, 건전지 CM 4개입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자기장이 생김을 관찰합니다.

코일과 자석실험기(흑판실험)
MRS 36008 ..........................................110,000원

원형으로 감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는데 막대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막대자석과 비슷한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
되는 것을 철가루로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험도구입니다. OHP활용 가능합니다.

안내(가이드)가 부착된 코일의 중간에 스프링이 감겨있는 봉자석이 상하
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립한 실험기로 흑판에 고정하여 실험할 수 있습니
다. 코일에 검류계를 연결하면 자석의 진동에 따른 유도 전류(개관)를 살
펴볼 수 있어 전자유도에 대한 관심을 높히고 에너지 변환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자기장 실험세트
MRS 36013 .........................................264,000원

전원
규격

AC 220V 10A 18V
각 125 x 85 x 50mm, 솔레노이드 자기장 1개, 직선코일 자기장 1개,
원형코일 자기장 1개, 코일 주위의 자기장 1개

전기진자(보급형)
MRS 36064 ..............9,900원

물체의 대전상태를 실험하며 전기의 성질, 쿨
롱의 법칙 등의 실험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 스 치 로 폴 구 에 은 박 을 처 리
해 양전하를 얻어냅니다.
규격

Ø110 x 280mm

구성

진자(스치로폼구 2개), 진자간격
조절장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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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스테르 실험기
MRS 35094 ........... 26,400원

자침위에 1회의 코일 형태로 전극
이 설치됩니다. 전극에 전류를 가
하면 자장이 자침에 영향을 주어
자침이 움직입니다.

자침
MRS 35093 ............ 13,200원

• 자기장의 방향, 방위 등을 측정합니다.
• 자석, 자기장의 자속을 쉽게 알아볼 수 있
습니다.

규격

자침 100mm

간단한 검류계
MRS 35095 ........... 24,200원

단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틀에 0° ~ 180° ~0°
로 표시된 원판이 있고 45°마다 분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나멜 코팅된 구리선이 30바
퀴 감겼으며 황동지주에 75mm 자침이 있습니
다. 4~6V에서 작동됩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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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주위의 자기장 실험세트(신형)
MRS 35097 ............................................................................................................................................ 330,000원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얇고 고르게 분산할 수 있
도록 철가루 뿌리개를 개발하여 낮은 전압에서
도자기력선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고 짧은 시
간에 다양한 실험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실험용 전원장치(출력15V, 2A),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 원형도선
구성
주위의 자기장, 솔레노이드 자기장, 미세
철가루 뿌리개
150 x 170 x 100mm
규격
3종(120x90x50mm), 미세 철가루
자기장세트
뿌리개(Ø60x60mm)

코일도선 자기장 실험기
MRS 36026 ........... 52,800원

특수표면 처리(엠보싱)되어 철가루가 몰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아 선명한 자력선이 형성됩니다.

특수표면 처리(엠보싱)되어 철가루가 몰리
거나 미끄러지지 않아 선명한 자력선이 형
성됩니다.

특수표면 처리(엠보싱)되어 철가루가 몰리
거나 미끄러지지 않아 선명한 자력선이 형
성됩니다.

전기•전자

원형도선 자기장 실험기
MRS 36025 ........... 48,400원

물리

직선도선 자기장 실험기
MRS 36024 ............57,200원

규격

스탠드·클램프 포함 150 x 150 x 6mm,
철가루 뿌리개, 철가루 털이개,
100심 연결선 2개

규격

145 x 120 x 6mm, 철가루 뿌리개,
철가루털이개, 100심 연결선 2개

자기장세트(5개입)
MRS 35096 ........................................... 66,000원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철가루가 들어 있어 미세한 그리드를 만들어 철
가루의 형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 자력선 관찰 기구입니다. 여
러 가지 형태의 자력선을 정확하고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철가루를 직접
만지지 않아 사용이 용이합니다.
규격

76 × 58mm, 철가루가 담긴 블록 5개(자석은 미포함)

규격

205 x 145 x 6mm, 철가루 뿌리개,
철가루털이개, 100심 연결선 2개

코일자력선실험기(솔레노이드)
MRS 36028 ........................................... 44,000원

특수표면 처리(엠보싱)되어 철가루가 몰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아 선명한
자력선이 형성됩니다.
규격
구성

140 x 120 x 25mm
스위치 1개, 집게전선 3개, 철가루뿌리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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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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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력 실험기(정밀형)
MRS 36035 ..........................................110,000원

물리

전자력실험기(플레밍의 오른손, 왼손법칙)을 모두 실험할 수 있습니다.
① 플레밍 왼손법칙 : 자기장 내에 전선을 두고 전류를 흘리면 전선 주위
에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하여 전선에 힘이 작용합니다. 수편한 2개의 레
일 위에 있는 막대가 자석의 자계를 받게되면 힘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② 플레밍 오른손법칙 : 그네식 코일을 자계 사이에서 유도기 동력의 방향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

270 x 210 x 305mm

그네형 전자기력 실험기
MRS 36037 ........................................... 44,000원
전기•전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
선이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때문
에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전자
기력)를 실험하는 장치(플레밍의
법칙)입니다.

전자력 실험기(플레밍법칙 실험기)
MRS 36036 ............................................77,000원

플레밍 왼손법칙과 오른손법칙을 동시에 실험하고 수평, 수직 변환조작
이 가능합니다.
규격
구성

300 x 130mm
말굽자석 1개, 알루미늄봉 1개, 코드선 1개, 그네용코일 1개

전류·자계·힘의 관계 실험기
MRS 36029 ......................................... 132,000원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중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
지속

힘

규격

150 x 200 x 290mm
사용전원 DC 3V, 전원단자,
구성
스위치, 말굽자석포함

플레밍 왼손법칙 실험기
MRS 36039 ........... 55,000원

자기장 속에서 힘, 전류, 자기장의 방향관계를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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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100 x 69mm
말굽자석 1개, 알루미늄봉 1개,
코드선 1개

자계중에 놓인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도선이 자계로부터 힘을받
는 것을 동전자석과 금속봉을 사요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규격

전자석 못
MRS 36034 ........ 각 2,640원

규격

전류

길이 120mm, 코일 0.5mm,
감은 횟수 50회/100회/200회

양쪽레일 300mm x 2 (단자부착)
동전자석 x 10 (N/S 극성표시) 2개 1조

전자석 배열판
MRS 36032 .............12,100원

전자석을 배열판에 고정하여 실험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규격

60 x 12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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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고압 발생장치
MRS 36046 .................................................................. 결합형 가격: 572,000원, 일체형 가격: 418,000원
마찰브러시
광전판(벽)
집전자

뒷면의 박
구극
평판극

손앞의 박
접전자

브러시(뒤쪽)
집전자

브러시(앞쪽)

손잡이
앞의 원판
선끝
축전기
뒤쪽의 원판
마찰브러시
광전판(벽)
집전자

뒷면의 박
구극
평판극

손앞의 박
접전자

브러시(뒤쪽)
집전자

브러시(앞쪽)

손잡이
앞의 원판
선끝
축전기

<결합형>

<일체형>

뒤쪽의 원판

수동식으로 300mm정도 되는 아크릴판 2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 기전시키며 발생된 전하는 라이덴병에 모아지고 쇼트볼에 의해 방전됩니다.
규격
부속품

300 x 400 x 230mm, 방전길이 600mm이상
발전도판 2장, 마찰브러쉬, U자형 집진자, 방전극축전기, 회전장치

전자기유도 쌍진자
MRS 36042 ......................................... 319,000원

마찰대전판 : 두 개의 베어링을.
사용하여 마찰판을 회전이 용이
하고 떨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규격
구성
학습내용

220 x 300 x 285mm
마찰대전판, 정전기포집침, 구동핸들, 방전구, 콘덴서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정전기를 포집, 저장, 방전
합니다.

인체 도전체봉
MRS 36016 ........... 88,000원

인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규격

Ø30 x 300mm

규격
구성
학습내용

200 x 300 x 320mm
유도코일 2개, 말굽자석 2개, 진자걸이, 연결선 2개, 연결단자 4개
전자기유도현상을 통해 페러데이 전자기유도법칙, 렌츠의 법칙,
공전현상, 에너지보존법칙 등을 이해합니다.

전자기파 발생기
MRS 36044 .......... 121,000원

고전압 전원공급기
MRS 36017 ......... 187,000원

• LED등을 연결한 전용코일을 장치 본체 위에 갖다대
면 전지등에 연결 안된 LED가 왜 그런지 점등됩니다.
• 본체 측의 코일에서 발생한 자계를 수신측 코일에서 받는
것으로 접촉하지 않고 전기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종 정전기 실험에 사용되며 정전기 모터, 정전기 벨,
전기력선 자기장, 크룩스관 고압방전실험등 여러곳에
서 사용되며 이들은 매우 안전하며 작동이 잘 됩니다.

규격
구성

85 x 200 x 35mm
DC 9V, 송전유닛, 수전용 코일

규격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5 x 145 x 35mm
9V 건전지, 고압출력 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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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같은 코일로 된 주기가 같은 진
자가 자기장속에 걸려있습니다.
한 진자를 흔들어주면 이때 코
일에 전압이 유도되고 이 전압
은 다른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전류를 흐르는 코일은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 진동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Faraday
법칙 및 Lenz의 법칙, 공진현상,
에너지보존법칙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

정전고압 발생장치(교사용)
MRS 36047 ........................................ 660,000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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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데그래프 실험용 세트(JP)
MRS 37052 ............................................................................................................................................. 715,000원
<실험 예1>

정전기의 성질을 이용한 5종류의 실험 세트입니다.
(구슬의 왕복 운동, 정전기 모터, 전기의 사용, 해밀턴
플라이 휠, 정전기 반발 운동), 철제 스탠드를 이용하
여 대형 반데그라프와 함께 실험할 수 있습니다.

<실험 예2>

구슬의 왕복 운동
<실험 예3>

<실험 예4>

정전기 모터

본체-투명 아크릴 파이프,
φ25x200mm, 알루미늄공φ10 1개입
회전체-투명 아크릴 φ100x85mm,
받침부 φ15x120mm

전기의 사용

약 200mm

해밀턴 플라이 휠

φ150mm

정전기 반발 운동

본체 (투명 수지,φ100mm,
발포 공φ15mm 5개입)

물리

반데그래프 A형
MRS 36048 ............................................................................................................................................ 935,000원
전동식으로 아크릴 내부에 천연고무벨트를 회전형태로 마찰시켜 상부의
대형볼에 충전합니다. 축전된 전하는 어스측과 소형볼이 가까이 할 때
방전됩니다.
규격

입력전원 AC 220V, 278 x 580 x 200mm

※ 주의사항

전기•전자

1) 실행이 끝난 후 반드시 접지시킨다.
2)	반드시 작동 스위치는 켜놓은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로 정전고압 발생장치를
작동시킨다.
3)	정전고압 발생장치의 대전구에 손을 닿게 할 때는 대전구에 작은 대전구를 닿
게하여 정전 고압 발생장치의 대전구의 전하를 달아나게 하여 한다.
4)	정전고압 발생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동안 대전구에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한다.
5) 습기가 있는 날에는 습기제거를 장시간 작동시킨다.
6)	라디오,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전화기 등 전기용품 주위에서 실험을 하지 않
도록 한다.

가. 불꽃방전의 실험

나. 인체의 대전실험

다. 전기력선의 실험

1) 정전고압 발생장치에 작은 대전구를 연결한다.
2) 정전고압 발생장치를 작동시킨다.
3) 작은 대전구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대전구 사이
에 발생되는 불꽃방전을 관찰한다.
4) 전원 스위치를 끄고 작은 대전구를 정전고압
발생장치 대전구에 닿게하여 접지시킨다.

1) 절연대 위에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가진 학생이
올라간다.
2) 정전고압 발생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다른 사람
이 켠다.
3) 손을 정전고압 발생장치의 대전구에 가까이 가
져가면서 머리카락을 관찰한다.

1) 비단실을 잘라서 셀로판 테이프로 대전구에 붙
힌다.
2) 정전고압 발생장치를 작동시킨다. 이때 일어나
는 현상을 관찰한다.

반데그래프 B형
MRS 36049 .............................................................................................................................................726,000원
• 외부의 원통과 내부의 천연벨트의 마찰을 이용한 정전발전기
• 벨트를 회전시키면 외부원통과 마찰에 의해 발생된 정전기를 상부의
축전볼에 축전합니다.
• 축전된 전하는 어스측의 대전볼이 가까이 할 때 방전되며, 정전기에
관한 흡인 및 반발, 인체의 대전, 전기력선, 공기중의 대전 등의 실험
에 사용됩니다.
• 속도의 조절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규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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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X230X550mm, 축전볼 200mm, 대전볼 70mm
AC220V 60Hz 40W(전구 소비전력 포함, 속도조절기,
건조용히터내장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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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박 검전기
MRS 36068 ............ 13,200원

마찰전기 실험세트
MRS 36069 ............ 13,200원

마찰전기실험세트(대형)
MRS 36070 ............ 13,200원

검전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구로 금속판에
부착된 주석박판의 발을 이용하여 대전되는
전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털가죽, 명주헝겊 등으로 막대(에보나이트, 유리, 금속)에
마찰하여 정전기(-전하)를 발생시켜 검전기, 전기진자 등
정전기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털가죽, 명주헝겊 등으로 막대(에보나이트, 유리, PVC)에
마찰하여 정전기(-전하)를 발생시켜 검전기, 전기진자 등
정전기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Ø95 x 150mm
검전병 1개(주석박부), 발전판 1개

구성

200mm
털가죽 모직, 헝겊, 에보나이트막대,
유리막대, 금속막대(6종 1조)

직류전원 부하장치
MRS 36147 ............ 16,500원

정전기 볼
MRS 36053

특수유리막대 Ø14 x 300mm(투명), 명주천 200
규 x 250mm 정도, PVC막대 Ø14 x 300mm(백색),
격 에보나이트막대 Ø14 x 300mm(흑색), 털가죽(또는
모직) 100 x 100mm 정도, 5종 1조

정전기실험스틱
MRS 36052 ........... 44,000원

전원
소형규격
중형규격
대형규격

AC 220V
볼크기Ø120mm
77,000원
Ø150mm
88,000원
볼크Ø200mm
176,000원

전기•전자

정전기의 특성을 알아
보는 기기로서 외부에
간섭을 주어 전자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기로 직류
의 고전압을 발생시켜
내부의 카본 (Corbon)
볼에 양극 외부의 음
극의 전력을 공급하여
방전을 일으킵니다.

직류 전원(DC)을 이용해서 프로펠러, 램프, 부
저를 작동하므로 기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
서 전기를 만들 때 확인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규격

150 x 200mm, 배열식, 전신기 1개,
스위치 1개, 도선 3개

정전기를 이용하여 물체를 공중에 띄우고 눈
에 보이지 않는 정전기를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재입니다.

등전위 실험기
MRS 74031 ........ 330,000원

등전위 실험세트
MRS 74032 ........... 46,200원

도전지를 사용 전계중에 등전위 점을 찾아 등
전위선을 도전지 위에 그려 전위분포를 관찰
하는 실험기구입니다.

등전위 실험기를 이용해 도체지 위에 등전위
선과 전기력선을 그리고, 전기장의 모습을 알
아 볼 수 있습니다.

등전위 실험기 세트를 이용해 도체지 위에 등
전위선과 전기력선을 그리고, 전기장의 모습
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 등전위선실험기(전원장치30V, 디지털전압계) 1조
구 2. 도전배열판(양쪽극 고정단자설치) 1조(30 x 250 x 5mm)
성 3. 연결리드선(2종 4개)
4. 도전지 200 x 250mm 1매

규격 측정판 365 x 280 x 9mm, 도체지 210 x 297mm
측정판 1개(건전지 끼우개, 고무자석판
구성
부착), 전극(단자부 검정, 빨강 각 1개) 2개,
멀티테스터기 1개, 도체지 10장, 건전지(9V)

규격

등전위선 실험기세트(도전식)
MRS 36074 ......... 572,000원

물리

규격
구성

실험판 270 x 390mm, 도체지 210 x 297mm
실험판 1장, 도체지(저항 : 면적 10 x 10mm, 약 15㏀)
구성 1장, 압정(점전극) 2개, 평행전극 2개, 투명테이프 1개,
집게달린전선 1개, 건전지 9V & 커넥터 1세트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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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대형모터 실험기
MRS 36080 ............................................................................................................................................ 363,000원
본 제품은 모터의 구조와 전동자 회전장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
해 개발된 실험기입니다. 전동자의 극성을 발광다이오드의 점등으로 식별
이 가능하며 조금 어두운 곳에서 실험하면 좀더 확실하게 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속도는, 회전속도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변경
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실험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전동자가 수평인 상태
에서는 브러쉬가 단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동자가 경사진 상태에서 전압
을 걸어 주십시오 ·시동때에는 전동자를 조금 회전시켜 주십시오 ·전
원장치는 직류 5A, 6~8V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회전중에
전동자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규격이상의 전압을 걸지 마십시오.
구성

물리

전동기 원리(교사용)
MRS 36076 .........................................528,000원

대형발광다이오드 회전속도조절나사 부착(회전축에 부하가
걸리므로 필요이상 사용하지 말것) 전동자, 브러쉬, LED, 적색(N극),
녹색(S극), 극성 변경가능

전동기원리
MRS 36077

.......................................... 121,000원

전기•전자
자기장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또는 코일이 받는 힘에 의해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학습내용

200 x 300 x 155mm
유도코일 2개, 원형자석 2개, 회전축, 브러쉬, 전원, 건전지 9V 1개
전동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ㆍ 전자석의 움직임과 이를 응용한 모터회전의 구동까지를 단계적으로 이해하
기 쉽게 설명 가능한 실험기기 입니다.
ㆍ 전자석은 길이가 20cm로 대형입니다.
ㆍ 철심을 떼어놓고 부속품인 알루미늄 막대나 수지막대로 교환해 각각 자력
의 강도차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ㆍ 전자석은 원터치로 세트할 수 있으므로 모터회전의 구조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격

2극성모터원리 실험기
MRS 36083 ......... 154,000원

전동기(코일모터)
MRS 36087 ............ 14,300원

규격

구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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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x 230 x 170mm
원형모체, 전기자 구리환, 샤프트,
브러시, 받침대

80 x 80 x 80mm, 건전지 별매

자석 Ø11 x 200mm, 모터 150 x 275 x 155mm
부속품 규격 - 알미늄 봉 Ø6 x 200mm,
수지봉 Ø6 x 200mm, 철제봉 Ø6 x 200mm

간이모터 실험기
MRS 36088 ............19,800원

패러데이의 유도법칙-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자기력선속)의 시간적 변화율과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
한다는 전자기유도법칙입니다. 기전력의 방향을 정하는 렌츠
의 법칙과 함께 전자기유도가 일어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규격

85 x 85 x 4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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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직류 발전 실험기
MRS 36094 .......................................... 121,000원

발전기원리 실험기(노출형)
MRS 36093 ......................................... 143,000원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는 코일에 흐르는 유도기 전력으로 직류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발전기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기기로 발전한 전류가 검출하기 위해 전
자유도법칙을 응용한 발전기입니다.

구성

규격

300 x 180 x 130mm

전자기유도(공명)
MRS 36055 ......................................... 143,000원

소형 발전기를 부착한 판에 회전바퀴를 이용하여 발전과 동시 LED점등
상황을 관찰하므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화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실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핸드폰이나 라디오의 레시버를 연결할 수 있는
잭에 송신안테나 플러그를 연결하여 실험해 보세요.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수신기의
소리와 LED빛이 달라집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한 소리와 빛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LED 자전거 발전기
MRS 36090 ......................................... 154,000원

물리

규격

받침대, 회전자, 고정자(극화), 긴 자석, 회전벨트, 손잡이달린 바퀴,
바퀴받침대, 작은 전등소켓, 브러시지지대,
브러시, 베어링받침대, 집전자(또는 방향바꾸는 기계)
300 x 190 x 300mm

규격
구성

270 x 270 x 250mm
회전바퀴, 발전기, LED 광원부

규격
전원

85 x 200 x 35mm
건전지9V(FC)

발전기원리 실험기(간편형)
MRS 36096 ............................................57,200원

자가발전 보행 웜로봇
MRS 74033 ............................................29,700원

공심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공심부분)에 자석 이동괘도를 설치하여 자석을 왕복운동시
켜 코일에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로 소형램프로 양극, 음극 분리 점등합니다.

● 본 키트는 조립을 해서 완성하는 제품입니다.
● 건전지가 필요없이 핸들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켜 로봇을 움직입니다.
● 나사가 필요 없는 스냅 방식으로 조립이 간편합니다.
● 4개의 다리중 2개가 항상 지면에 놓여 있어 울퉁불퉁한 길도 안정적으로 전진합니다.
● 자가발전기를 로봇과 분리하 후 로봇에 건전지를 끼워도 작동합니다.(건전지별매)

규격
구성

자석 원형 봉자석 Ø8 x 70mm
코일 2000회, 4000회 2중, 소형 LED램프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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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유도코일(A형)
MRS 36098 ..................................... 1,430,000원

유도코일(B형)
MRS 36099 .........................................594,000원

ㆍ 직류의 전류를 전원으로 사용하여 무접점 발진기로 유도된 전압을
고압코일에 의해 높은 전압으로 승압시킨 기기로서 2차 고전압의 +,극성을 바꿀수 있으며 주파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ㆍ 스펙트럼관, 진공방전관, 크룩스관, 글로우방전관 등의 전원으로 사용
되며 DC의 안정전압 방출로 사용되는 관의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ㆍ 직류의 전류를 전원으로 사용하여 무접점 발진기로 유도된 전압을
고압코일에 의해 높은 전압으로 승압시킨 기기로서 2차 고전압의 +,극성을 바꿀수 있으며 주파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ㆍ 스펙트럼관, 진공방전관, 크룩스관, 글로우방전관 등의 전원으로 사용
되며 DC의 안정전압 방출로 사용되는 관의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리

특징

검출기(방전봉) 포함, 주파수조절, 극성전환, 출력조절,
방전거리 최대 120mm 전원 : AC 220V, DC 12V

특징
전원

주파수 조절, 극성전환, 출력조절, 방전거리 최대 100mm
AC 220V, DC

유도코일(C형)
MRS 36100 ............................................................................................................................................ 363,000원
전자기파, 스펙트럼 점등 전용

전기•전자

규격

유도코
일

전자기파, 스펙트럼 점등 전용

전원

AC220V, DC12V 36W 50/60Hz

출력

0-11,000V, 주파수 : 127-8500Hz (LOW 127-1200Hz,
HIGH 1600-8500Hz)

방전거리

0-50mm, SEMICONDUCTOR OSCILLATOR

최고 전압

30~40KV

최대 방전류

0.5Ma 이하 인체에 안전한 전압, 전류량임

유도코일(신형)
MRS 36101 ............................................................................................................................................ 880,000원
<유도코일 여러가지 실험 예>

(피뢰침 원리 실험)

(탁구공 정전기 실험)

(피뢰침 원리 실험)

(자기장 실험)

(정전기 순환 실험)

(불꽃방전 실험)

(자기장 실험)

(정전기 순환 실험)

(감전실험)

피뢰침 원리, 전기장 실험, 정전기 실험, 정전기 원리,
전기 바람 실험, 미세정전기 관찰실험, 가스 폭파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유도코일 장치입니다.
(탁구공 정전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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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최고 전압 : 30~40kV/최대 방전류 0.5mA 이하
인체에 안전한 전압, 전류량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초전도체(대형)
MRS 74034 .........................................583,000원
실험예

정전기 실험세트
MRS 36103 ........................................ 484,000원

마이스너 자기부상과 매달림 실험

영구자석은 고리 모양 자석 1개나 디스크형이나 네모 자석 4개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매달림 실험에는 약간의 실험지식이 필요.

규격

피뢰침원리, 전기장실험, 정전기실험, 정전기원리, 전기바람실험, 미세
정전기 관찰실험, 가스폭파실험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유도코일
장치입니다.
※ 유도코일과 함께 사용해야 함
규격

초전도체 19×19×13mm

압력전압 : DC 6V, 출력전압 : 양전압은 17.5KV이상, 음전압은 -17.5
이하임

스펙트럼관
MRS 36105 ..... 5종: 330,000원

글로우 방전관
MRS 36104 ......... 176,000원

스펙트럼관 전원장치
MRS 36106 ........ 363,000원

..... 6종: 396,000원

진공방전관
......................................................................... 374,000원

MRS 36108 ......... 374,000원
진공처리된 유
리관 내부에 양
판과 음판을 설
치하고 유도코
일을 사용하여
고압 DC전원
을 가해 진공도
에 따른 파장을
실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실험내용]
1. 회전차 : 양극선이 물체에 충돌하면서 힘을 미치게
하는 것을 관찰 합니다.
2. 십자관 : 양극선이 직진하는 것과 발광작용을 관찰
합니다.
3. 형광판 : 양극선이 크룩스관 내부의 슬릿을 통과하
여 (슬릿판) 빛의 직진상태를 관찰하고 자기력선에
반응을 실험, 형광물질에 부딪친 전자선의 반응들
을 실험·관찰 합니다.
특징

3종(회전자, +자판, 슬릿판) 1조, 지지대부,
상자입

진공처리된 유리관 내부에 양판과 음판을 설치하고 유도코일을 사용하여 고압의 DC전원을 가해
빛의 성질, 자기력의 영향, 전자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 등을 실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구성 진공도가 다른 6종1조, 지지대부, 상자입
진공도
20, 10, 5, 1, 0.5, 0.01mmHg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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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구성

118 x 355 x
75mm
전원 AC 220V60Hz

규격

5종(네온, 헬륨, 알곤, 수소, 질소) 1조
6종(네온, 헬륨, 알곤, 수소, 질소, 수은) 1조

크룩스관
MRS 36107

고전압 전원 내장으
로 바로 사용가능
※ 스펙트럼관 전용

전원장치로는 유도코일 사용 가능합니다.
※ 지지대 별매 (가격 44,000원)
규격
15 x 200mm

기체를 채운 방전관에 전극을 놓고 콕크를 이
용해 진공도를 조절하면서 높은 전압을 가하
면 유도코일 전류의 흐름에 따라 희미한 빛이
발생합니다. 기체에 따라 특유한 색이 부드럽
게 발생합니다.

물리

■결정성장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 (YBCO)
■마이스너 자기부상 및 매달림 현상을 시연할 수 있음.
| 사용시 주의사항 |
1. 액체질소 실험 후에는 드라이기로 말려서 보관하여야 함.
2. 세라믹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물리

2018~2019

기체방전관 실험장치, 스펙트럼 전원장치
MRS 18035 ............................................................................................................................................ 990,000원
진공방전에 의해서 수소, 헬륨, 네온, 알곤, 질소의
기체가 각각 다른 특유한 색깔의 빛을 보여줍니다.
고전압 트랜스를 사용하여 진공방전에 의해서 화학
적 성질이 다른 기체가 내는 휘선스펙트럼을 보고
기체의 종류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기구.
※ 안전 : 스펙트럼관과 유도코일이 내장되어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260x125x335 (가로x세로x높이 순서)

자기장과 음극선 실험장치
MRS 18034 ............................................................................................................................................ 660,000원

물리

진공처리된 유리관 내부에 양판과 음판을 설치하고
전원을 켰을때 진공방전관에 나타나는 파장이 하단
에 배치되어있는 이동식 자석에 움직임에 따라 자기
장에 따른 음극선의 편향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
다.

전기•전자

규격

300x125x220 (가로x세로x높이 순서)

음극선과 전자빔 관찰장치 (회전차)
MRS 74288 ............................................................................................................................................ 660,000원
음극선이 십자형 금속판에 충돌하면서 유리면
에 그림자가 생겨, 음극선의 직진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안전 : 크룩스관(십자관)과 유도코일이 내장되어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300x125x220 (가로x세로x높이 순서)

음극선과 전자빔 관찰장치 (형광판)
MRS 18036 ............................................................................................................................................ 660,000원
음극선이 내부의 슬릿판을 통과하여 빛의 직진상태
를 관찰하고, 음극선에 자석을 대면 자계의 영향으
로 음극선이 구부러 집니다.
※ 안전 : 크룩스관(형광판)과 유도코일이 내장되어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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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x125x220 (가로x세로x높이 순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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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고압장치
MRS 36109 ............................................................................................................................................ 352,000원
<실험예1>

규격

140 x 130 x 100mm, 고압도선집게 1개

입력전압

DC 12V 어댑터

출력고압

2,600~16,000V

<실험예2>

고압실험(방전관, 크룩스관, 스펙트럼관)에 사용되며 본체에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
되어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기구의 파손과 안전을 위해 타이머를 부착하여 출력스
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만 약 10초간 작동됩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누르면 됩니다.
※ 출력스위치를 누르고 있을때는 전극이나 도선집게는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감전될 수 있습니다.

유도
코일

크룩스관 A형(십자입)
MRS 36111 ......... 132,000원

(전원 별매)

유도코일(고압발생) 1대, 방전식 안테나, 검출기

규격

전자기파, 스펙트럼 점등 전용

전원

AC220V, DC12V 36W 50/60Hz

출력

0-11,000V, 주파수 : 127-8500Hz
(LOW 127-1200Hz, HIGH 1600-8500Hz)

방전거리

0-50mm, SEMICONDUCTOR OSCILLATOR

방전식 안테나

크기 170 x 150mm(구리판 내장) 2개

검출기

구리선 안테나(전류검출램프내장)

크룩스관 B형(자석실험)
MRS 36112 ......... 132,000원

(전원 별매)

냉음극식 십자판 삽입형입니다. 음극선이 심자형 금
속판에 충돌하면, 유리면에 그림자가 생겨, 음극선
의 직진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갖는 입자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격
전압

구성

250 x 120 x 210mm
크룩스관 전용 전원, 유도코일

(전원 포함)

ㆍ 음극선에 U형 자석을 가까이 대면, 자계의
영향으로 음극선이 구부러 집니다. 또, 극
성을 반대로 하면 반대로 구부러 집니다.
ㆍ 전류와 전자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크룩스관 C형(횡형회전차입)
MRS 36113 ......... 341,000원

250 x 120 x 210mm
크룩스관 전용 전원, 유도코일

ㆍ 방전에 의한 음극선 입자의 충돌에 따라,
형광염를 칠한 날개차가 빛나면서 회전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 가능합니다.
ㆍ 극성을 바꾸면 역으로 회전합니다.
규격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0 x 150 x 115mm
크룩스관 전용 전원, 유도코일

물리

260

전기•전자

고전압 방전을 일으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구리선 안테나를 이용해 전
류를 검출함으로써 전자기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고압코
일, 방전식 안테나,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기는 독일의 물리학
자 헤르츠가 고안해 전자기파 발견에 사용된 방식과 동일합니다.

물리

전자기파 발생기(검출기 포함)
MRS 36110 ............................................................................................................................................ 605,000원

물리

2018~2019

가변저항기
MRS 36114

......................................... 132,000원

저항의 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전류나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리

규격
구성

425 x 85 x 90mm
50Ω/100Ω/1,000Ω/2,000Ω/3,000Ω

가변저항기(소형)
MRS 36115 ........................................... 49,500원

저항기의 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전류나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는것으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재질과 가변 조절이
용이한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고 0~999Ω에서 4개의 가변손잡이로 여
러 단계의 가변 저항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규격

145 x 105 x 72mm, 0~999Ω

슬라이드 저항기(오픈형)
MRS 36117 .......................................... 121,000원

니크롬선 저항에 의해 저항의 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전기회로의
전류나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 서울시 과학 전시관 품질우수 교구 선정품입니다.

니크롬선 저항에 의해 저항의 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전기회로의
전류나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 서울시 과학 전시관 품질우수 교구 선정품입니다.

전기•전자

슬라이드 저항기(밀폐형)
MRS 36116 ...... A형:110,000원/B형:121,000원

A형(밀폐형) 0~15Ω
B형(밀폐형) 0~50Ω
380 x 90 x 140mm

구성
규격

규격

옴의 법칙 설명기
MRS 36118 ....... A형:143,000원/B형:99,000원

<A형>

B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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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스톤브릿지
MRS 36119 ......................................... 132,000원

<B형>

전원, 가변저항기, 부하저항을 설치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저항에 대한
전압, 전류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개중 1개 임의 배송됩니다.
A형규격

0~50V 6A, 0~50Ω

330 x 160 x 120mm, 합성수지케이스,
전원코드(전류, 전압계포함)
330 x 160 x 120mm, 합성수지케이스

ㆍ 저항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기구이며
이미 알고 있는 저항을 내장하여 수치를 모르는 저항을 비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ㆍ 내장되어 있는 저항과 측정저항의 비례가 되지 않으면 검류계의 가
역 전류가 ＋ 또는 -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규격

270 x 190 x 60mm 박스형, 측정용 저항 포함, 1~1110Ω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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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크롬선 저항판(매립형)
MRS 36120 ........... 59,400원

니크롬선 저항판(노출형)
MRS 36121 ............ 13,200원

니크롬선 저항판(50옴)
MRS 36122 ............ 13,200원

전압 및 전류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며 전
류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다름을 실험합니다.

전압 및 전류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며 전
류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다름을 실험합니다.

전류와 전압의 크기조절 및 측정에 사용합
니다.

규격
구성

니크롬선저항판(4개1조)
MRS 36123 ............61,600원

규격
구성

150 x 200mm
니크롬선 3종(100W/200W/300W)
단자부착

니크롬선(초등)
MRS 36124 ..............5,500원

규격

150 x 200mm, 합성수지제,
저항 0~50Ω 단자(6개)부

니크롬선 저항기
MRS 74035 ...... 각 13,200원

물리

150 x 200 x 100mm
니크롬선
3종(100W/200W/300W)단자부착

전기•전자

니크롬선 저항판을 직렬, 병렬, 직·병렬(혼합)
회로를 도선집게 필요 없이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열에 강한 본체와 유리관을 사용
하여 니크롬선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성

155 x 50 x 20(W x D x H) 5옴, 10옴,
15옴, 20옴 각 1개

간이 에너지 변환장치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규격

MRS 36126

10ℓ, 20ℓ, 50ℓ, 100ℓ

120 x 60mm

니크롬선(롤)
MRS 36127 ........... 22,000원

니크롬선

규격

저항상자
MRS 36128 ........... 33,000원

<300W>

<200W>
<100W>
구성

가격(원)

100W

1,650

200W

1,980

300W

2,200

규격

ø0.29mm (200g)

실험에 주로 쓰이는 단일저항 여러개를 상자
에 넣어 만든 종합저항세트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1~1,000(ohm)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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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전구실험세트
MRS 36129 .........................................363,000원

전구저항판(4종)
MRS 36130 ............................................ 61,600원

기존 저항 대신 전구를 사용하여 기초전기를 이해하는데 보다 이해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제품으로 전구의 밝기를 확인함으로써 직렬,
병렬, 휘스톤 브릿지 등 여러 가지 회로구성을 전압과 전류의 흐름을
직접 불빛의 밝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크롬선 저항판을 직렬, 병력, 직·병렬(혼합)회로로 도선집게 필요없
이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 직렬 연결시 하나는 평면에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홈에 맞춰
위에서 아래로 눌러 맞춘다.
2. 분해 시 반대로 하면 된다.

물리

규격
전원
구성

440 x 290 x 70mm
용량
3.5A DC, 램프 12V 5W
110~220V, 60Hz
무게
2.1kg
램프 10개, 매뉴얼, 전원케이블 플러그선 2개, 개별실험평가
문제집 1권

규격

155W x 50D x 20H, 3V 4개 1조(1.5V, 6V, 9V 교체가능)

레고 8종
레고 전구 저항판 ............ 15,400원

MRS 36131

레고 휴즈

............ 11,000원

전기•전자
규격

레고 버즈 ............ 15,400원

규격

155 x 50 x 20mm

레고 스위치 ............ 13,200원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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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x 50 x20mm

155 x 50 x 20mm

레고 전지끼우개 ..............9,900원

규격

155 x 50 x 20mm

레고 니크롬선 저항판 ............ 15,400원

규격

155 x 50 x 20mm

규격

155 x 50 x 20mm

레고 모터 ............ 15,400원

규격

155 x 50 x 20mm

레고 가변저항판 ........... 22,000원

규격

155 x 50 x 2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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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항 비교기
MRS 36132 ......................................... 154,000원

저항배열판(10개 1조)
MRS 36133 ............................................ 31,900원

금속에 따라 전기저항의 다름이 비교하
는 실험기입니다. 3종류의 금속선의 저항
이 다름을 램프의 명암으로 알 수 있습니
다. 코일형상의 금속선에 따라 저항치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으며 금속선의 선택은
집게에 따른 접속으로 간단합니다.
동선 직경 0.5mm, 길이 1m, 저항치 0,1Ω
철선

규격

직경 0.5mm, 길이 1m, 저항치 1Ω

니크롬선 직경 0.5mm, 길이 1m, 저항치 8Ω
LED표시등

전원터미널 부착

전원

AC 220V

크기

145 x 340 x 75mm 약 3kg

트랜지스터 배열판(B형)
MRS 36138 ............ 15,400원

전자력측정기(눈금식)
MRS 36139 ......... 154,000원

<키트>

전기•전자

<완성품>
ㆍ 자기장과 유도전류, 기전력의 관계로 인해 빨대가 왕
복운동을 합니다. 렌츠의 법칙을 보여줄 수있습니다.
ㆍ 유도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은 자석의 운동을
반대하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규격
구성

규격
구성

60 x 120mm
(pnp, npn) 2개 1조

120 x 95 x 105mm
건전지 홀더, LED, LED 소켓, 솔레노이드,
코일, 밑판, 스위치, 빨대, 자석

솔레노이드 코일(A형)
MRS 36140 ........... 55,000원

규격

80 x 80 x 190mm, 1.2mm 360회

ㆍ 솔레노이드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
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ㆍ 바늘지시형 눈금이 설치되어 힘의 강약을 볼 수
있다.

전원

솔레노이드코일(B형,C형)
MRS 37065 ..... 각 44,000원

B형
공심 솔레노이드 코일의 내부에 전류천칭을 설치
하고 코일 내의 자속과 전류가 받는 힘의 성질이
반발함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자기장의 힘 측정
과 방향을 알아볼 수 있고 자석 등의 자화에도 쓰
입니다.

물리

솔레노이드 자기장(스카이콩콩)
MRS 36142 ... 완제품 : 77,000원, 키트 : 39,600원

구성

60 x 120mm
5W 1(OHM) 2개
5W 4.7(OHM) 2개
5W 47(OHM) 2개
5W 100(OHM) 2개
5W 1000(OHM) 2개

이중코일
MRS 36141

........... 66,000원

C형

공심보빈에 밀도가작은 코일을 6000회정도 감아
발전력을 높인 코일로 LED 발광이 용이하다. 막대
자석을 이용해 간편하게 발전실험을 할 수 있다.
규격

DC3~6V

Ø26mm x75mm 공심 솔레노이드
B형 : LED연결선 1조, LED(Red) 1개
C형 : LED내장형

전자기의 상호유도를 실험하는 장치로서 1, 2차
코일과 연철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에 의해 변압기 원리 전자기유
도 등을 이해하는 실험기구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0 x 80 x 190mm, 1차 코일 1mm 200회,
2차 코일 500회 x 2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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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원장치(디지털 15V)
MRS 36148 .........................................242,000원

직류전원장치(디지털식 30V)
MRS 36149 .........................................242,000원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장
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장
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입력
출력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15V 0~5A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30V 0~3A

입력
출력

물리

직류전원장치(바늘지시식 15V)
MRS 36150 ......................................... 198,000원

직류전원장치(바늘지시식 30V)
MRS 36151 .........................................220,000원

전기•전자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
장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입력

출력

일반교류전원을 정류된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장치, 정전압 회로를 내
장하고 과전류, 과부하
보호 전류조절기 장착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15V
0~5A

입력

출력

AC 220V 60Hz,
전류계,
전압계 부착,
출력코드
DC 0~30V
0~3A

직류 전원 공급 장치 (듀얼 시리즈)
MRS 74036 ............................................................................................................................................ 550,000원
●출력 전압 및 전류는 가변 및 고정 2가지의 전원으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가변전압 출력은 0에서 각 정격 전압까지 연속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또한 하중 전류는 전류계에 의해 0에서 각 정격 전류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지시 및 설정치는 LED 표시부에 의해 표시된다.
●병열운전 및 직렬운전이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정한 전류(CC) 및 일정한 전압 (CV) 기능으로 안정된 전압 및 전류를 출력한다.
●최소전류 기능과 과부하 보호방지 기능을 회로에 채택하여 최대한 피측정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냉각방식 : 저소음 DC FAN 강제 공기순환 냉각 방식

가변 전압
가변 전류
출력 최대 전력
전압 및 전류의 고정 출력
전압 및 전류

V

표시기 정확도

A

최소 설정 전류
입력 변동

265

(for surge of 0 to 100%),
≤5mA
0 to 3A
리플 전압 (고조파 전압)
≤0.5mV(rms)
180W
안정 전압
≤5mV
5V/1A ±10%
대기
0~+40˚C, 80%RH
115V/230V ±10%,
±(0.5%rdg+2digit)
AC 전원 입력
50Hz/60Hz
255(W) x 150(H) x
±(0.5%rdg+2digit)
크기
305(D)mm
≤50mA
무게
7.5kg
(for surge of AC ±10%),
메뉴얼 1개, 출력 케이블 2개, AC
부속품
±0.02%+2mA
코드 1개, 퓨즈 1개, 짧은 바 1개
0 to 30V

부하 변동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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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장치싱글(디지털 고급형, 디지털, 아날로그)
MRS 36153

교류 전원을 직류안정화 전원으로 바꾸는 장치로 안정된
전원 공급과 기기 및 측정물 보호를 위해 정전압회로와 정
전류회로가 내장 되었으며 국내 최초, 출력전압 6분할 자
동분할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연 공기냉각 순환방식으
로 소음이 없으며 전류 및 전압의 미세조정이 가능합니다.
구분
디지털 고급형
A형
디지털
B형

디지털 고급형

디지털

아날
로그

아날로그

건전지 대용으로 한대의 전원장치로 4방향에
서 동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직
류전원장치입니다.

자기장 실험용 전원을 공급하는 고전류 전원
장치입니다.

직류•교류전원장치
MRS 36152 .........264,000원

전기•전자

전원장치(자기장용)
MRS 36157 ......... 154,000원

B형

물리

직류전원장치(다인용)
MRS 36154 ........ 220,000원

A형

규격
가격(원)
입력전원 AC115/230V,
440,000
출력전원 DC 0~30V, 0~3A
입력전원 AC115/230V,
286,000
출력전원 DC 0~15V, 0~5A
입력전원 AC115/230V,
297,000
출력전원 DC 0~18V, 0~5A
입력전원 AC115/230V,
242,000
출력전원 DC 0~18V, 0~5A
입력전원 AC115/230V,
264,000
출력전원 DC 0~30V, 0~3A

규격

출력전원 DC 1.5V, 3V, 6V, 9V, 12V

전원
출력
규격

AC 220V
DC 18V10A
200 x 180 x 125mm

플랑크상수 측정기
MRS 36162 ......................................... 770,000원

전압조절이 가능한 직류와 교류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원장치로 고전류(15A)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2개중 1개 임의 배송됩니다.
입력
출력

AC 220V
DC 0, 3, 6, 9, 12V
AC 0, 3, 6, 9, 12V

플랑크상수 실험장치
MRS 36163 ........................................ 880,000원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중
광전효과의 아인슈타이 방정식에 따른 프랑크상수의 계산과 광전효과의 법칙
에 대한 실험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룹실험을 가능케 하는 이 측
정기는 정밀한 구조, 신속성, 손쉬운 조작, 안정된 작동과 저렴한 가격 등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양
규격

주요구성요소 : 진공광전관 전원 : AC 220V
총길이 400mm, 발광기 12V/35W 할로겐 텅스텐램프(실험방법 설명서 참조)

광전효과를 이용해 플랑크의 상수를 증명하는 기기입니다. 입사광의 진
동수가 한계의 값 이하가 되면 아무리 강한 빛이 입사돼도 전자가 방출
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전압을 기준으로 측정이 시작됩니다.
규격

디지털전류계, 전압계, 전원장치, 광전관장치 등이 내장되어 있고
3색필터, 기준광이 외부에 설치 됩니다. 전원 공급기의 전압은
0~10V 까지 자유롭게 조절됩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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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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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발진기(메트릭스형)
MRS 37054 ........................................ 880,000원

아두이노 지니어스키트(한국형)
MRS 37056 ......................................... 165,000원

10Hz부터 20kHz까지의 폭
넓은 소리를 내는 핸디 타입
의 저주파발진기 입니다. 진
동이 진폭과 진동수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실험
합니다. 기주 공명 실험과
소리의 간섭등 다양한 실험
이 가능합니다.
출력주파수

물리

출력전압
음성출력단자
전원
표시화면
크기
무게

10~100Hz(10Hz단위), 100~500Hz(20Hz단위), 500~1000Hz(100Hz단위),
1000Hz~10kHz(500Hz단위), 10kHz~20kHz(1000Hz단위)
AC 0~±2V
3.5mm(모노럴 미니잭)
AA건전지2개(별매) 또는 전용 AC 어댑터(별매)
매트릭스형 액정디스플레이(반사형LCD) 해상도128X64dot
약90W X 135D X 36H mm (돌기부미포함)
약230g

오실로스코프(PC 연결형)
MRS 37055 ........................................ 990,000원

아두이노 UNO와
100% 호환 되는 한
국형 아두이노, 프로
젝트에 활용 가능한
부품이 포함 된 패키
지 제품. 22종의 부품
구성으로 다양한 프
로젝트 및 예제 실행
가능, 초보자도 금방
할 수 있는 한글화 된
학습 가이드
Orange Board
LCD
구 DC Motor
성 Servo Motor
Soil Moisture sensor
Ultra sonic sensor

전기•전자

AC / DC 0 ~ ± 100V
0 ~ 10kHz
10Hz ~ 10kHz (전용 마이크 사용시 100Hz ~ 10kHz)
135×90×35mm (돌출부 제외)
230g
액정 디스플레이 (반사형 LCD), 해상도 128×64dot
AA 건전지 2개 (별매)

오실로스코프(20MHz)
MRS 36159 ........................................ 990,000원

LED (Y,R,G)
Piezo Element
Relay
Potentiometer
IC
Diode

Transistor
Push Button
Resistor 10k
Resistor 330
Breadboard
Jumper wire

아두이노 오렌지보드(한국형)
MRS 37057 ........................................... 44,000원
교류성분의 신호를 관
차가는 기기로 2가지의
관측이 동시에 가능한 2
형상 방식입니다. 수평
측과 수직측에 확대 기
능을 가지고 있어 측정
신호에 섞여있는 다른
신호원의 관측이 가능
합니다.

소리의 성질이나 직류와 교류의 차
이를 학습하기 위해 개발된 조작이
용이한 실험용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진폭(Y축:전압)과 시간(X축:진폭시간)
2개의 스위치 조정만으로 파형 관찰
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소리 등
의 파형을 관찰하며 일시 정지 버튼
을 눌러 소리 파형을 정지 할 수 있
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와 USB 케
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C와 연
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전압
측정 주파수
오디오 측정 주파수
크기
무게
표시 화면
전원

Humidity &
Temperature senor
Temp. sensor
Photo Resistor
7Segment
LED (RGB)

구성품

오렌지보드 1개, USB 케이블 1개
마이크로 컨트롤러:ATmega329P, 입/출력 핀당 DC 전류:40mA,
상세
동작 전압:DC 5V, 3.3V 핀의 전류:50mA,
DC 7~12V, 플래쉬 메모리 크기:32KB (0.5KB의 부트로더 포함),
입력 전압
입력 전압(최대 범위):DC 6~20V, SRAM:2KB, USB사용시 DC
(권고)
5V, EEPROM:1KB, 디지털입/출력핀:14EA (6개의 PWM출력 포함)
클럭 속도
16MHz

아두이노 오렌지보드 BLE(한국형)
MRS 37058 ........................................... 55,000원
오렌지보드 두번째 모델, 오렌지
보드 BLE가 출시 됐습니다. 보드
와 블루투스 기능을 한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로 구입해서 불편
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새롭게
출시 된 오렌지보드 BLE는 블루
투스 4.0 기능을 추가하여 하나
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
위치로 ON/OFF 자유자재로 간
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오렌지보
드 BLE는 바로 보드상면에 기능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교류성분의 신호를 관차가는 기기로 2가지의 관측이 동시에 가능
한 2형상 방식입니다. 수평측과 수직측에 확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측정 신호에 섞여있는 다른 신호원의 관측이 가능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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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전원 AC 115/230V, 수직감도 5mV, 최대입력 400V, 수평소인
10배 확대 기능, 안정적인 TV 신호관찰을 위한 TV 동기 분리회로,
6인치 내부눈금 4각 브락운관 채택

구성품
상세
입력 전압
(권고)
클럭 속도

오렌지보드 BLE 1개, USB 케이블 1개
마이크로 컨트롤러:ATmega328P, 입/출력 핀당 DC 전류:40mA, 동작
전압:DC 5V, 3.3V 핀의 전류:50mA,
DC 7~12V, 플래쉬 메모리 크기:32KB (0.5KB의 부트로더 포함),
입력 전압(최대 범위):DC 6~20V, SRAM:2KB, USB 사용시 DC 5V,
EEPROM:1KB, 디지털 입/출력핀:14EA (6개의 PWM출력 포함)
16MHz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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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회로세트 A형
MRS 36168 ............................................ 13,200원

간단하고 쉬운 직렬 병렬의 원리를 알아보자

간단하고 쉬운 직렬 병렬의 원리를 알아보자
규격

6종(케이스입)

규격

간이스위치(단자형)
MRS 36171 ..............4,400원

7종(케이스입)

간이스위치(분리형)
MRS 36172 .............. 4,620원

물리

간이스위치(일체형)
MRS 36170 .............. 2,750원

전기회로세트 B형
MRS 36169 ............................................ 16,500원

전기•전자

간이회로에 연결하여 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규격

120 x 60mm, 2회로 단자

규격

120 x 60mm, 2회로 단자 연길리드선
분리형 포함

120 x 60mm, 집게전선일체형

양쪽 스위치
MRS 36173 ............ 13,200원

스위치 판에 설치된 회로에 맞추어 전구를 켤
수 있고 2개소(2중) 점등의 원리 및 사용방법
을 이해시킵니다.
규격

규격

판 150 x 200mm, DC1.5V,
절연손잡이부

간이스위치(슬라이드식)
MRS 36174 .............................................................................. 6,600원

좌우로 슬라이드 방식, 투명 재질로 금속의 접지확인 가능. ON/OFF를 고정시킬 수 있어
실험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규격

50 x 10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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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전지 끼우개(DM용)
MRS 36175 ..............5,500원

2018~2019
건전지 홀더(DM용)
MRS 36176 ..............5,500원

전지 끼우개(옵션선택)
MRS 37059

규격
규격

물리

1.5V DM 건전지용, 4개 1조,
직렬·병렬 연결가능

전지 끼우개(AAM용)
MRS 36177 ..............5,500원

AAM 1구
AAM 2구
AAM 3구
AAAM 1구
AAAM 2구
AAAM 3구

가격 : 660원
가격 : 1,100원
가격 : 1,650원
가격 : 550원
가격 : 1,100원
가격 : 1,650원

전동기 배열판
MRS 36179 ..............8,360원

집게달린 전지 끼우개
MRS 74037

전기•전자
규격

1.5V AAM, 4개 1조,
직렬·병렬 연결가능

전동기 스탠드
MRS 36180 .............. 7,700원

규격
가격

1.5V AA건전지. 전선길이 15cm
1구 : 1,980원 2구 : 2,200원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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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10 x 200mm
전동기 포함

저전류 모터
MRS 36182 ........ 각 3,300원

전동기
MRS 36181

A형

120 x 60mm 2회로단자,
1.5~3V 겸용, 전동기 포함

구성

B형

C형

모델 사용전원
용도
가격(원)
A형 1.5V~3V
일반실험용
1,650
B형 1.5V~3V 공작용(진동카외)
1,650
1.5V~6V
태양전지판용
3,300
C형
별매품 전동기 날개(C형용)
440

A형
모델
A형
B형
C형

B형

C형

용도
태양 전지판용 및 일반 실험용
태양 전지판용 및 일반 실험용
태양 전지판용 및 일반 실험용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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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꼬마전구
MRS 36183

매우 밝으며 기존 소켓에도 사용가능한 LED
꼬마 전구입니다.

꼬마전구

가격(원)

10개입, 1.5V

2,200

10개입, 3V

3,300

10개입, 6V

4,400

10개입, 꼭지 뗀 전구

5,500

꼬마전구회로 배열판
MRS 36187 ............19,800원

꼬마전구를 직렬로 병렬로 연결했을 때와 전
원을 전압을 변경하면서 꼬마전구의 밝기를
관찰하므로 전자회로에서 직렬회로망과 병렬
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격

16,500

10개입, 3V

16,500

꼬마전구 6종
MRS 36185 ..............3,300원

꼬마전구 배열판
MRS 36186 ..............5,500원

구성

규격

6종 1조

전기•전자

규격

가격(원)

60 x 120mm 2회로 단자,
DC 1.5V~3V 꼬마전구 포함

꼬마전구 소켓
MRS 36188 .............. 2,200원

꼬마전구소켓 클립부
MRS 36189 ............ 16,500원

규격

규격

10개입

구성

200mm 정도
소켓달린 전선에 집게부착
10개입(꼬마전구 별매)

285 x 160 x 225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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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MRS 36184

규격
10개입, 1.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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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18~2019

여러 가지 전지 세트(12종)

여러 가지 전구 세트(18종)

MRS 36190

MRS 36191

상자입 가격
배열판 가격

33,000원
66,000원

상자입 가격
배열판 가격

물리

버저 배열판
MRS 36205 ..............8,800원

규격
구성

규격

부저
MRS 36206

전기•전자

집게달린 전선
MRS 36192 ...............1,320원

33,000원
66,000원

380mm 정도
흑, 적 2개 1조

건전지 전원장치
MRS 36195 ............ 17,600원

건전지를 사용하여 전원장치를 대용할 수 있
도록 4개의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하여 선택
적으로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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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150 x 50mm

60 x 120mm DC 1.5~3V 사용

네온관
MRS 36196 ..............3,300원

구성

전구(네온관), 소켓, 집게달린
전선 부착

구분
멜로디 부저
A형
B형

규격
1.5V
원형 3V

가격(원)
3,300원
2,750원
3,300원

집게 달린 스냅
MRS 36197 .............. 2,200원

규격

9V건전지용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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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테스트
MRS 36208 ............ 16,500원

구불구불 철사길 통과하기
MRS 36207 ............77,000원

장난감 자동차
MRS 36200 ............29,700원

집중력을 테
스트하기 위
해 적합한 기
구입니다.

탈착 가능한 별모양철사와 원형모양의 철사길을
따라 고리가 통과할 때, 철사와 고리가 부딪히면
버저소리가 울려서 시간을 측정하고 전기가 통하
는 원리를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310 x 220 x 440mm / 전압 DC 1.5V 2AAM
본체, 별모양철사 1, 원형모양 1, 손잡이고리부

조립 분해가 가능한 조립식 전기 자동차로서
전지의 직렬, 병렬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힘의 비교·실험이 가능합니다.
규격

95 x 200mm

MRS 36202 ............19,800원

전기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구로서 저주파
대역의 쵸크코일로서 코일의 인덕턴스를 바
꿀 수 있습니다.

전기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구로서 사용되
며 무극성을 사용하여 극성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배열판
MRS 36199 ............ 16,500원

전기•전자

MRS 36201 ........... 66,000원

150 x 115 x 140mm

물리

축전기

쵸크코일

규격

규격
구성
전원

0/500/1000/2000/3000회
단자 4개
12V

규격
구성

규격
구성

Ø90 x 48mm
3레인지(16μF 50V, 47μ 50V, 100μ 50V)

쿨롱의 법칙
MRS 36212 ........................................... 66,000원

벨원리 실험장치
MRS 36209 ........................................... 33,000원

대전체 사이의 전기력을 측정하
는 장치로 스치로폴구를 흑연코
팅 또는 은박코팅하여 명주실로
매달아 좌우에 대전차를 설치하
였고 실험의 효율을 높이기위해
실험공간에 후드를 설치하여 주
위의 영향을 차단하고 눈금과 거
울을 설치해 전기력에 의한 전기
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70 x 150 x 40mm
5A용 5종 1조

300 x 150 x 250mm(후드),
이동식 대전구 2개 포함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배열된 전자석에 전기를
공급해서 연속적으로 철판이 붙
었다 떨어지며 벨을 울립니다. 전
면에서 모든 회로를 관찰할 수 있
으며 실생활에 다양하게 응용되는
전자석을 배웁니다.

규격

160 x 90mm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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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판
MRS 11001

※ 1셀은 벽면 부착 가능

종류

규격

가격(원)

1셀 스탠드식

1.7V, 150mA

44,000

2셀 스탠드식

6.3V, 450mA

121,000

1셀 판만

1.7V, 150mA

16,500

2셀 판만

6.3V, 450mA

77,000

물리
대체에너지

태양전지판(간이식)
MRS 11002 ........... 88,000원

대체에너지키트
MRS 11003 ........... 99,000원

자가발전 실험기
MRS 11004 ........... 66,000원

태양열판을 이용하여 모터, 꼬마전구, 부저
등을 간단히 실험할 수 있어 태양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실험할 수 있
습니다.

자가발전키트와 태양열판을 이용하여 모터,
꼬마전구, 버저멜로디 등을 간단히 실험할 수
있어 동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가 전기에너지
로 변환되는 것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자가발전키트를 이용하여 모터, 꼬마전구, 버
저 멜로디 등을 간단히 실험할 수 있어 동력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을 실험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150 x 100 x 90mm

자가발전키트, 투명 사각아크릴판 2개,
태양전지판, 모터, 꼬마전구, 버저

태양전지판(소형)

구성

자가발전키트, 투명 사각아크릴판 1개,
모터, 꼬마전구, 버저 멜로디

태양전지 종합실험 키트
MRS 11006 ........................................... 26,400원

MRS 11005
㉰

㉯

㉮

[태양전지의 원리] 태양전지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빛이 실리콘 박층에 조사되면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여기되므로 따라서 정공이 만들어져 전자와 정
공이 n측과 p측으로 각기 이동하여 전기가 발생합니다.
구분
전압
전류
규격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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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0V
175mA
64 x 35mm
8,800

㉯형
2.0V
170mA
61 x 61mm
17,600

㉰형
3.0V
170mA
61 x 92mm
26,400

3가지 사운드 삼색 5구 LED 프로펠러
소리에너지, 빛에너지, 운동에너지, 태양광에너지로 여러가지 기능을
작동하여 보는 종합실험키트입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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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판 실험장치
MRS 11013 .........................................396,000원

태양전지 실험기(간이식)
MRS 11019 ......................................... 154,000원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실험하는 기기
로서 태양에너지의 활용방법 및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 교육에 적
합합니다. 무한한 태양에너지의 자원개발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꿈을 키
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

170 x 140 x 75mm

태양열 자동차
MRS 11009 .......... 121,000원

태양열 자동차(DC겸용)
MRS 11010 ........... 55,000원

태양 전지 실험 당치 - 225 X 150 X 40mm
태양 전지 - Ø115 X 150mm, 3V 170mA
태양 전지 받침대 - Ø125 X 20mm

태양전지 응용자동차(B형)
MRS 11008 ........... 88,000원

물리

규격

-태양에너지를 전기. 빛. 소리에너지로 변환
-태양광 패널 각도조절 가능

대체에너지

전기자동차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
양열 발전에서 동력까지 에너지 변환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간접 조명으로 실내
에서 실험이 가능합니다.
규격

150 x 100 x 90mm

태양전지(간이식)
MRS 11011 ........... 99,000원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하여 LED점등, 모터구 등
을 간단히 실험할 수 있어 태양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95 x 110 x 90mm

태양에너지(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
환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건전
지로도 작동이 가능하여 장난감 자동차
실험도 가능합니다.
규격

145 x 60 x 80mm

태양전지
MRS 11012 ........... 99,000원

태양에너지(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건전지로도 작동이
가능하여 장난감 자동차 실험도 가능합니다.
규격
구성

태양열 풍차(PVC)
MRS 11007 ........... 44,000원
태양에너지를 사
용하여 환경 친화
적인 풍차를 직접
조립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조립이 간단하
며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
였고, 학습이 끝난
후 전시를 통하여
과학적 사고를 자
극할 수 있도록 장
식으로 진열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됨을 설
명하기 위한 장치로 프로펠러를 장착한 소형
모터에 연결하여 모터를 회전시킵니다.
규격
구성

90 x 100 x 140mm, 90 x 130 x 70mm
DC 1.5~4.5V에서 작동하는 소형모터

175 x 85 x 195mm
태양에너지(3V, 15mA), DC겸용(AAM
2개 사용 가능)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지판 64 x 54mm

물리

274

물리

2018~2019

태양전지 응용세트(일체형)
MRS 11023 .........................................286,000원

태양에너지양 비교실험기
MRS 11025 ......................................... 143,000원

광전지를 이용하여 충전건전지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한 에너지에 대한
응용실험 기구입니다.

태양전지에 전동기나 전구 등을 연결하여 태양에너지의 양을 비교하고
태양의 고도를 다르게 하면서 전동기의 회전날개가 돌아가는 빠르기를
비교합니다.

물리

규격
구성

300 x 200 x 130mm
솔라판, 3V 버저, 전동기, 다이오드 1개, 충전건전지 2개

간이 풍력발전 실험기
MRS 12009 ............ 13,200원

대체에너지

소형 풍력 발
전기가 바람
을 맞아 발전
하면 LED 램
프가 점등되
고 미세한 바
람에도 발전
원리를 실험
할 수 있습니
다.

규격

140 x 45 x 45mm

태양에너지실험기
MRS 11028 ........... 33,000원

대체에너지 중에서 최근 가장 효율성
이 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반
도체 성질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변환시켜 프로펠러, 소리
(부저)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규격

풍력발전기
MRS 12012

............ 14,300원

풍력으로 날개를 돌려 생기는 힘으로 풍력발
전을 하고,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전기
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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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네오디움 자석, 유도자극,
유도코일, 샤프트, 헤드, 작업대, 기둥,
받침대 LED

190 x 100 x 30mm

규격

155 x 130 x 100mm

광통신 실험기
MRS 13022 .........286,000원

광통신의 송신 단말기에서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한 후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고 수
신 단말기에서는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전기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하는
데는 레이저 다이오드나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
하며,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때는 광전소
자를 이용합니다.
1. 송신기 : 165 x 120 x 65mm, 2.
수신기 : 165 x 120 x 65mm, 3. 전원 :

규격 각각 내부 AA건전지 4개, 4. 광섬유 :
Ø3mm x 800mm

태양전지 손전등
MRS 11029 ............16,500원

태양열(형광등 빛도 가능) 충전 렌턴으
로 초절전형 제품입니다. 1회 충전(6시
간)으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의 LED 전구로 구성되어 단시간 충
전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반영구적
제품입니다.
규격
Ø50 x 150mm

매직풍차 A형
MRS 12013 ........... 22,000원

매직풍차 B형
MRS 12014 ............ 16,500원

실용실안등록 376601호
서울시품질우수교구선정

실용실안등록 376601호
서울시품질우수교구선정

풍력 발전기로서 대체에너지 과학 실험기 입니다.

구성

형상기억합금와이어, 받침대, 기둥,
헤드, 풀리1.2, 볼트, 스페이서,
샤프트유도전류세트 : 에나멜선
코일(보빈), 작업대, 유도자극, 영구자석,
LED, 날개

풍력 발전기로서 대체에너지 과학 실험기 입
니다.
구성

형상기억합금와이어, 받침대,
기둥, 헤드, 풀리1.2, 볼트,
스페이서, 샤프트, 날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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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발전기(교사용)
MRS 13002 .........................................396,000원

규격

320mm x 450mm

수소자동차
MRS 13005 .........................................363,000원

물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실험키트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바이오 연료(에탄올)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한글 매뉴얼 제공)

수소자동차(H-racer 2.0)
MRS 13006 .........................................407,000원

물리

물발전기의 원리 : 여러 종류의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 한 쪽으로 흘러나올
때 (-)이온, (+)이온의 양이 달라집니다. 한 쪽에 (-)이온의 양이 많다면 은박접
시에는 (-)이온이 많아지고 은박접시와 연결되어 있는 은박컵은 (-)전하로 됩니
다. 따라서 이 은박컵을 통과하는 물속의 전하들은 은박컵에 있는 (-)전하 때문
에 (+)전하가 많아집니다. 다른 은박컵은 같은 원리로(+)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바이오 에너지 실험키트
MRS 12011 .........................................363,000원

대체에너지

수소자동차 RC “H-Racer”의 후속모델 “Hydrocar” 연료전지 전문
회사 “horizonfuelcell”에서 수소라는 차세대 연료로 달리는 수소
자동차를 작게 만든 제품으로 교육용 혹은 과학교재용으로도 좋은 제
품입니다.

미니친환경 경주차-풍력
MRS 13009 .......................................... 121,000원

규격
무게
구성품

한 대 포장 규격: 234 x 266 x 66mm
마스터 카툰 485 x 271 x 586mm
808g
상세 조립 가이드, 교육용 포스터

ㆍ H-racer 업그레이드 버전 무선조정 가능
ㆍ 증류수를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미래 청정연료 수소로 움
직이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수소 자동차입니다.

미니친환경 경주차-태양열
MRS 13010 .......................................... 121,000원

규격
무게
구성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 대 포장 규격: 234 x 266 x 66mm
마스터 카툰 485 x 271 x 586mm
476g
상세 조립 가이드, 교육용 포스터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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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발전기JP(A형)
MRS 13011 ........................................... 99,000원
대형링 형상으로 여러 크기의 손에 잘 맞습니다.

수동발전기JP(B형)
MRS 13012 .......................................... 121,000원
안심할 수 있는 일본생산 제품으로 튼튼합니다.

▷ 특징 ◁

리미트 ON시
(꼬마전구 파손방지)
▷ 특징 ◁

물리
핸들이 대형으로 손으로 잡기 쉽고 안정되게 돌리
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체에너지

ㆍ 치자가 두꺼워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ㆍ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투명수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 장시간 사용이나 일정속도 회전시의 실험을 위하여 본체를 책상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12V의 직류전류를 발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류모터
출력

수동식회전
재질
반투명수지제
약 12V-300mA 부속품 도롱이 벌레형식 분기리드선 1m x 1본

수동발전기(V3)
MRS 13013 ............................................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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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에 고정하여 안정되게
발전이 가능합니다.

책상에 고정하여 안정되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규격

115 x 140 x 43mm

특징

출력 : 최대직류 약 3V(핸들의 회전속도에 따라 변함),
코드길이 : 1M(콘센트 타입), 재질 : 폴리카폰, 중량 : 약 120g

ㆍ 모터와 기어는 특별한 설계의 고품질/고신뢰성 있는 전용부품을 채
용하고 있습니다.
ㆍ 구조의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수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 장시간 사용이나 일정속도 회전시의 실험을 위하여 작업대나
책상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리미트포함은 3V와 12V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수동발전기(V12)
MRS 37062 ............................................77,000원

내부구조를 알기 쉽도록 몸체를 투명하게 했으며 소모되기 쉬운 기어
는 교환이 가능하므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손으로 쥐기 편하고 있는 힘껏 핸들을 돌려도 덜덜 거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출력코드가 콘센트 타입이므로 연결이 쉽고 극성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모두 항상 돌리기 쉬운 방
향에서 발전 가능합니다.
규격

115 x 140 x 43mm, 용도 : 초 중 고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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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샤충방전실험기
MRS 13023 ............................................................................................................................................ 330,000원
에너지 변환 : ·무게, 추 낙하에 따른 발전 ·무게 추의 감기 ·부저
의 발사 ·램프전등 ·콘덴사에축적된 전기에너지(수열량계와 병용)
·파라트(F)의 저리크 초대용량 슈퍼 콘덴사를 이용한 새로운 콘덴사
이다. ·다이나믹한 콘덴사의 충방전 실행이나 에너지변환 실험 등 대
용량을 일으키는 응미 깊은 실험이 가능하다. ·콘덴사 기능 설명(충
전과 방전) ·직병열 접속과 합성용량 ·충방전 곡선

규격

400 x 250 x 40mm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 실험에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에너지 실험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기 세트입니다.

손잡이(자가발전레버)를 쥐었다 폈다 반
복하면 충전되어 강력한 빛을 발산합니
다.(LED타입)

대체에너지

자가발전손전등(레버식)
MRS 13018 ..............3,300원

물리

에너지 전환 실험세트
MRS 13021 ..........................................................................154,000원

규격

7종(자가발전기, 풍력발전, 태양발전, 모터, 부저, 건전지, LED 등)

온도차 발전 실험기
MRS 13016 ........... 66,000원

온수 및 냉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바다의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를 이용
하여 발전하는 대체에너지 연구에 필요한 기
초과학 기기입니다.
규격

43 x 44 x 250mm

펠티에(Peltier) 소자
MRS 13017 ........... 49,500원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전
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입니다.
크기

40 x 40 x 3.8mm 최대 단자 전압치 15V

리드 선

150mm 포함

최대 전류치

6A

최대 온도 차 68℃

자가발전기
MRS 13014

........... 22,000원

전기 발전기와 모터를 연구할 수 있는 정밀한
DC발전기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관찰과 램프나
출력 소켓을 연결하여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Ø50 x 160 x 100mm

특징

·12V DC의 전력의 생산이 가능하며 7.5V에서 2.3A 전류가 가능합니다.
·출력의 극성은 모터 핸들의 회전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렬이나 병렬연결, 전기분해, 콘덴서(축전지)의 충전 등과 같이
전기적 현상을 보여 주는데 유용합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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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장치(일체형)
MRS 41001 .......................................... 165,000원
실용신안 출원중

전기분해장치(간이식)
MRS 41002 ........................................... 121,000원

물을 전기 분해하여 2:1로 포집
된 수소와 산소의 비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포집된 수소
와 산소의 연소실험이 가능합니
다. 강도가 좋은 신재 플라스틱
을 사용했으며 파손의 위험이 없
고 DC12V와 AC220V 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규격

170 x 210 x 320mm

물은 수소분자 2개와 산소분자 1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물을 전기분해 하
면 (+)극에서는 수소와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2:1로 발생됩니다. 발생된
두 기체의 성질을 비교실험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기가 간편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백금전극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안에 많은 양의 기체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발생된 두 기체에 연소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90 x 70 x 140mm

화학

U자형 화학전지키트(전압계 부착형)
MRS 41003 .............................................................................................................................................. 110,000원

실험기구

구리와 아연을 이용한 전기분해를 할 때, U자로 제작된 관을 통해 전기분해하므로 +극과 -극의 방향
설명이 용이합니다. 또한 전극교체가 가능하여, 동봉된 여러 가지 금속전극을 이용하여 실험해 볼 수
있고, 전압계를 부착하여 각 전극에서의 전기 발생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전압계, 금
속판, U자관을 배열하여 금속의 변화와 전기량 등을 한눈에 관찰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중
규격
구성

가로95mm x 세로70mm x 높이150mm
실험용 전극판(구리, 아연, 마그네슘, 주석) 실험용약품(황산구리, 황산나트륨)

<실험모습>

전기 분해장치(호프만식)
MRS 41004 ........................................... 121,000원

전기 분해장치(호프만식, 신형)
MRS 41005 .......................................... 143,000원

물 또는 혼합물의 수용액을 전
기분해하여 기체의 포집, 기체의
성질, 기체의 양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170 x 210 x 595mm
유리관 H형, 눈금부 1개,
깔대기 1개, 탄소전극 6
x 100mm 2개, 금속제
지지대부

기존 호프만식 전기분해장치의 가운데 상단에 유리코크를 부착하여 수
량의 미세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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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전기분해키트(SP)
MRS 41006 ..............................................................................................................................................198,000원

구성
규격

마이크로 전기분해 키트, 연료전지 키트,
로켓 발사대, 멜로디 키트, 9V건전지 & 스냅,
약품 3종, 주사기 2개
300 x 230 x 85mm

기존의 장치보다 전기분해 방식이 간편하고 안전하며 전기분해 과정과 원리의 이해에 효과적입니
다. 기체 포집시간이 짧고 생성되는 기체를 정량적으로 포집할 수 있으며 그 기체를 바로 연소실험
과 다른 실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장치에 탄소봉 키트를 장착, 전기분해 시키면 생성된
수소와 산소는 연료전지가 됩니다.
[특징]
ㆍ 물의 전기분해, 구리수용액의 전기분해, 수소연료 전지, 물합성(수소로켓),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물 또는 혼합물의 수용액을 전기분해하여 기체의 성질, 기체의 양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시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성
규격

미니 V식 전기분해장치(SP)
MRS 41008 ........................................... 110,000원
구성
규격

실험기구

[특징]
ㆍ 물이 전기분해되어 수소, 산소 비가 2:1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ㆍ 산화, 환원 실험에도 사용할 수 있다.
ㆍ 조립식으로 제작되어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다.
ㆍ 실험 종류에 따라 전극교체가 쉽다.
ㆍ 받침대에 전원장치가 있어 편리하다.
전원장치(출력 DC 6-12V / 1A 1대), 백금전극 2개
150 x 170 x 400mm

전기분해장치(전압계부착형)
MRS 41009 .......................................... 198,000원

본체, 9V스냅, 60㎖
주사기, 9V 건전지,
연소관
90 x 70 x 185mm

미니 전기분해 장치는 기존 실험장치의 정량적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원인을 최소화하여 두 기체의 부피비가 1:2가 되게 하였고 발생되
는 기체를 각각 연소 실험하여 조연성 기체와 가연성기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성 및 정량적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ㆍ 발생되는 수소와 산소의 연소실험을 쉽게 실험 관찰할 수 있다.
ㆍ 짧은 시간내에 실험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디지털전압계가 내장되어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규격

130 x 170 x 42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화학

V식 전기분해장치(SP)
MRS 41007 ............................................................................................................................................. 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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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판 전기분해장치

전기분해장치(노즐식)

MRS 41048

MRS 46000

화학

◆ 수용액을 전기분해 했을때의 변화를
알아보자. 산, 알카리 이온에 대해 알아보
자.
◆ 주로 물의 전기분해에 사용하는 전극
고정식의 전해장치로서 눈금 첨부식 시험
관에 의해 기체의 발생비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본체의 전면으로부터 전해액을 주입하
여 장치를 시험관 마개를 막은 상태에 앞
으로 눕히면(220˚) 공기가 빠져나가고 전
해액이 충만된다. 다음 장치를 세우는 것
만으로 전면조에 전해액이 찬다. 시험관
내의 전해액이 간단히 충진되므로 취급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 ABS수지로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일체형의 전기장치 : 조립의 어려움이 없고, 또한 전해액의 충진이 간단해서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역류방지 특수구멍 고무마개 : 주사기를 사용하여 그림(가스 검출)과 같이 가스
를 포집하여 연소실험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전극
규격
재질
부속품
가격(원)

고정식,
고정식,
고정식,
스테인레스 전극 1조 탄소전극 1조
백금전극 1조
110 x 80 x 80mm
110 x 80 x 80mm 110 x 80 x 80mm
(공기부포함)
(공기부포함)
(공기부포함)
P.P재질 (염산에강함)
ABS수지
ABS수지
특수구멍고무마개(역류방지장치첨부) 1조,
고무마개(주입재출구용) 1개, 1회용 주사기(500ml)1개
121,000
121,000
154,000

실험기구

전기분해(PEM)
MRS 74044 ........... 55,000원

◆ 수용액을 전기분해 했을때의 변화를 알아보자. 산, 알카리 이온에 대해 알아보자.
◆ 주로 물의 전기분해에 사용하는 전극고정식의 전해장치로서 눈금 첨부식 시험
관에 의해 기체의 발생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해액 주입구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75ml를 넣으면 됩니다.
◆ 눈금 시험관에 물높이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전기분해 장치의 미니화로 실험이 잘되면 ABS수지로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 사용방법
1. 노즐이 붙어있어 실험이 가능하다.
2. 제품에 상세설명서가 있으며 홈페이지에 실험동영상이 있다.
전극
규격
재질
가격(원)

스테인레스 전극
110 x 80 x 80mm
ABS수지
132,000

투명 전기분해장치
MRS 41011 ............. 77,000원

물은 수소분자 2개와 산소분자 1개로 구성되
어 있어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극에서는 수
소,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됩니다. 발생
된 기체의 성질을 비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전원
구성

281

70×135×50㎜, ABS 투명수지
DC 6V ~ 12V
ABS 투명수지, 백금 니켈 전극,
고무관, 스포이드

구성
규격

탄소전극, 시험관 2개, 용수철클립,
단자 부착 투명 받침대
Ø90 x 150mm

탄소전극
110 x 80 x 80m
ABS수지
132,000

전기분해장치(펌프식)
MRS 41012 .............44,000원

물, 또는 혼합물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여 기
체의 포집 기체의 성질, 기체의 양을 쉽게 알
아보는 장치로 투명하고 압축 펌프가 있어서
실험이 편리합니다.
규격

100 x 80 x 30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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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과 고체전도 실험세트
MRS 41015 ........... 66,000원

각종금속과 용액의 전기전도도를 실험하는 기구이며 금속이나
용액에 테스터의 양극을 접촉하여 통전이 되면 전구에 불이 들
어옴으로써 전기 전도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세트입니다.
88 x 30 x 16mm
122 x 84 x 26mm
166 x 104 x 26mm

전도도 측정기(디지털)
MRS 41021 ............. 77,000원

특정 물체의 전도 여부와 전도율을 LED 불
빛의 수에 의해 전도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간이 전도도 측정기입니다.

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치로
전도도가 숫자(디지털)로 표시되어 전기전도
도의 차이를 흥미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손잡이 직경
전원

높이 180mm

규격

200 x 60 x 25mm / 9V

ø5

AA건전지 2개

전도도 측정기 B형
MRS 41018 ........... 44,000원

전도도 측정기 C형
MRS 41019 ........... 22,000원

전해질과 비전해질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장치로
LED바 빛의 수에 따라 이온화 정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과 비전해질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실
험장치로 LED바 빛의 수에 따라 이온화 정도
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의 전기전도측정에 사용되며 별도의 조
작없이 바로 담궈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기구

전도도 측정기 A형
MRS 41017 ........... 44,000원

화학

도전의 크기
물통 크기
노란색 박스 규격

간이 전도도 측정기(AA 건전지용)
MRS 74045 ........... 22,000원

구성
규격

전기 전도성 측정기 본체
110 x 40 x 20mm, 전원 12V건전지

전기전도계(디지털식)
MRS 41020 ......... 341,000원

디지털계기로서 일정 면적의 전기전도를 M/S 단위로 나타내
고 액형전극으로 액체의 전기전도 측정에 사용됩니다.
구성

구성

160 x 55 x 23mm, 전원 DC 9V

전도도 측정기(투명)
MRS 41016 ............. 26,400원

용액이나 물체의 전도를 빛으로 알려 줍니다.
크기

30 x 26 x 88mm

규격
구성
전원

전극길이(70mm x 2EA)
LED표시램프, 전자부저
DC 9V

전도도 측정기(케이스형)
MRS 41022 ........... 26,400원

액체의 전기전도측정에 사용되며 별도의 조
작없이 바로 담궈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수식, 0~20MS, AC
220V, DC 9V, 온도계, 케이스, 전극,
시료병, 계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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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2018~2019

과일전지실험 : 산화와 환원반응 – 두 물질 사이에 전자를 주는 산화반응과 전자를 받는 환원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화학반응

과일전지(고휘도 발광다이오드)
MRS 41028 ............ 11,000원

구성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집게전선,
미사일모양 구리판, 미사일모양
아연판, 1인용

화학

과일전지세트(종합)
MRS 41031 ........... 36,300원

과일전지(멜로디버저)
MRS 41029 ............ 12,100원

구성

멜로디버저, 집게전선, 미사일모양
구리판, 미사일모양 아연판,
1인용

과일전지(디지털시계)
MRS 41030 ........... 22,000원

구성

디지털시계, 집게전선, 미사일모양
구리판, 미사일모양 아연판,
1인용

과일전지(종합편)
MRS 41033 ........... 29,700원

과일반쪽으로 실험하여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과일전지입니
다. 초고휘도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여 과일 1개에 두명이 실험할 수
있고 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단 레몬과 오렌지 사용시)

디지털 레몬시계를 만들어보세요. 레몬에 꽂
힌 구리판과 아연판이 과일 속에 있는 구연산
과 반응하여 전류가 발생합니다.

실험기구

과일전지(단체용)
MRS 41032 ........... 39,600원

구성

멜로디버저, 발광다이오드,
디지털시계, 집게전선, 미사일모양
구리판, 미사일모양 아연판, 1인용

구성

과일전지용 디지털시계
MRS 41034 ..............5,500원

과일전지를 만들 때 사용되며, 적은 전압으로
도 작동되어 실험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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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용세트

과일전지용 금속판

탄소막대
MRS 41036 .............. 7,700원

MRS 41035

구리
아연
알루미늄
구리
아연
알루미늄

15 x 50mm 총알모양 10개입
15 x 50mm 총알모양 10개입
15 x 50mm 총알모양 10개입
20 x 100mm 판모양 10개입
20 x 100mm 판모양 10개입
20 x 100mm 판모양 10개입

4,400원
4,400원
4,400원
5,500원
5,500원
5,500원

규격

10cm, 10개 1조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감자시계

MRS

MRS 41037 ............................................ 33,000원

감자시계키트
MRS 41038 ............................................. 13,200원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감자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켜 전자시계가 움
직이도록 하는 교구로서 전기의 원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과학교구입니다.

전기나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시계를 켜는 실험키트입니다. 야채나 과일
을 이용하여 전극판을 산화, 환원작용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시계가 작동됩니다.

구성

21 x 7 x 8.5㎝

구성

소금물로 회전시키기5인용)
MRS 46002 ........................................... 22,000원

전극(구리, 아연 각 2개) 2조, 디지털시계, 플라스틱컵 2개, 전선

소금물•과일즙 전지 만들기(분리형)
MRS 41042 ..............................................11,000원

화학

소금물이 전기 분해되면서 소금물의 색이 변화하고 회전하는 소금물로
플레밍의 왼손법칙을 공부해 봅니다.

ㆍ 물체가 녹는 형상을 관찰 할 수 있는 실험 장치입니다.
ㆍ 소금이나 설탕 등의 결정이 낙하하지 않고 안개처럼 퍼지며 물에 녹아가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ㆍ LED 전등을 이용하여 비추면 퍼짐 현상을 더욱 선명하게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재질
크기

투명PET 수지 본체, 특수 폴리에틸렌수지
220 × 100 × 203mm

전극

컵 2개, 동판, 아연판, 디지털 시계, 집게 전선

아이스볼(인조얼음)-10개입
MRS 46004 .............................................. 16,500원
ㆍ 얼음 대신에 사용 할 수 있는 공
모양의 냉각재입니다.
ㆍ 얼음과 달리 잘녹지 않으므로 수용액
의 농도를 바꾸지 않고 냉각하므로
정확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ㆍ 명반의 재결정의 관찰 실험에서
결정핵으로 사용 할 수있습니다.
ㆍ 냉장고에서 얼려 반복 사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마다 얼음을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물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재질
크기
최저사용온도

폴리에틸렌, 정제수
약30mm
-30℃

실험용 금속판 세트
MRS 41044 ...............................................17,600원

MRS 41043

규격
구리전극 : 10 x 10 x 150mm
아연전극 : 10 x 10 x 150mm
스텐전극 : 10 x 10 x 150mm
탄소전극 : Ø8 x 70mm, 2개 1조

구성

가격(원)
3,300
3,300
3,300
3,300

규격

구리·철·알루미늄 : 15 x 45 x 0.5mm,
아연·니켈 : 156 x 45 x 0.2mm,
납 : 15 x 45 x 0.8mm 각 5매, 30매 세트, 케이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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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구

물체의 용해 관찰기
MRS 46003 ............................................ 110,000원

간단하게 소금물이나 과일즙으로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학

2018~2019

삼투압 실험장치(SP)
MRS 41049 ............................................ 48,400원
구성
규격

삼투압측정기
MRS 41050 ............................................. 27,500원

본체, 반투막,
마이크로스포이드 2개
380 x 100 x 90mm

눈금있는 깔대기 밑에 반투막
지를 부착하여 삼투압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

까다롭고 오랜시간으로 기피했던
삼투압 실험을 이젠 쉽고 빠르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투막을 사
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접촉하고 있을 때 농도가 묽은쪽
에서 농도가 진한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한 실험장
치입니다.

Ø90 x 150mm

[특징]
ㆍ 시험관 내부에 가는 관을 사용하여 삼투압 효과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ㆍ 용액을 쉽게 넣을 수 있으며 반투막도 쉽게 교환할 수 있다.
ㆍ 달걀 껍질이나 셀로판지를 이용하는 기존실험은 불편하고 실험이 잘 되지 않았
지만 본 제품은 간편하고 정확한 실험이 가능하다.

볼타 다니엘전지
MRS 41052 ......... 231,000원

친환경 물통만들기(5인용)
MRS 46005 ............19,800원

구리판과 아연판의 이온화 순위에 의한 화학
변화를 이용한 전지입니다.

ㆍ 볼타전지 : 전지의 원리(기전력, 국부전류, 분극작용, 감응
작용)에 대해서 이해시킵니다.
ㆍ 다니엘전지 : 전지의 분극작용을 약하게 하기 위해 금속
이온을 양극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이해시키고 일
정 기전력을 얻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이 사용하는 프라스틱용기의 물통은 편
리하지만 환경오염에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젠
물통까지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지
구환경을 보호해 보세요. ※별도준비물 : 믹싱볼

화학

볼타전지(일반용)
MRS 41053 ........... 33,000원

실험기구
규격
구성

Ø90 x 160mm 전극단자부
구리판(양극), 아연판(음극)

규격
구성

250 x 140 x 200mm
목재상자, 볼타전지X1, 다니엘전지X1(동, 아연봉)

기체 확산 속도측정기(스포이드형)
MRS 41062 ...........66,000원

기체 확산 속도측정기
MRS 41063 ........... 22,000원

기체확산속도를 정확하게 실험하기 위해 측정장치
안에 미리 솜을 조금 넣고 고무마개를 막은 후 스
포이드로 실험하고자 하는 약품(묽은 염산, 암모니
아수)을 혼합하여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 수조 가격 : 99,000원

투명 유리관에 기체시료(Hcl, HN₃)를 묻힌 솜을
관의 양 끝에 동시에 넣어 흰연기가 확산되는 모
양과 속도를 관찰하는 실험기구입니다.
※ 받침대 가격 : 7,700원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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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24 x 600mm

규격

유리관, Ø16 x 500mm 눈금부,
눈금단위 1mm, 목재 받침대부

구성

전동거품기, 젓산칼슘,
알긴산나트륨, 숟가락, 플라스틱컵

기체측정관
MRS 41064 ............19,800원

규격

유리관, Ø16 x 500mm 눈금부,
받침대 포함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기체분자운동 실험장치
MRS 41055 ...........99,000원

기체분자 운동실험장치(정밀형)
MRS 41056 ......... 110,000원

기체분자 운동 실험장치(공기식)
MRS 41097 ..........121,000원

기체분자운동의 입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작동
모형 기구로서 유리관 속에 피스톤을 설치하고 모타에 의
한 진동(피스톤의 상하 왕복운동)을 주어 강철구가 튀어
오르면 상부 피스톤의 높이에 따라 분자량이 주어집니다.
※ 분자의 운동변화는 속도조절 장치로 가능합니다.

기체분자 운동의 온도, 압력, 부피 3가지 변
화와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험
장치입니다.

기체 분자 운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체 분자 운동이 아닌
기체운동의 기체분자운동을 직접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전혀 없으며 기체 분
자 운동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AC 220V DC

130 x 160 x 250mm
AC 220V, DC 6~12V 겸용, 속도조절 장치부

규격

180 x 200 x 270mm
220v 전원코드 연결

기체의 확산 실험장치(SP)
MRS 41060 ............................................................................................................................................... 66,000원

화학

규격
구성

전원

기체확산이란 어떤 기체가 다른 기체 상태로 옮겨져 동일한 분압을 갖는
공간을 차지하고 퍼져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체확산 속도를 정
성 및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실험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380 x 100 x 90mm
실험기, 1㎖ 주사기 2개

기체발생장치(SP)
MRS 41059 ............................................................................................................................................. 220,000원
수상치환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기체를 정량적으로 포집하
고 여러가지 금속의 반응성을 실험할 수 있으며 반응부를 양쪽으로 2개를
만들어 동시에 2가지의 실험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징]
ㆍ 수상치환부는 발생된 기체를 정제된 기체로 포집할 수 있습니다.
ㆍ 실험시 냄새가 없으며 연소실험시 폭발 위험성이 없습니다.
ㆍ 발생된 기체를 정량적으로 포집할 수 있습니다.

구성
규격

실험기, 염산, 석회수, 60㎖주사기 2개, 대리석조각,
마그네슘조각, 아연조각, 철조각, 알루미늄조각, 구리조각,
보관함
120 x 70 x 185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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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구

[특징]
ㆍ 기존실험과 달리 솜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ㆍ 기체의 확산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ㆍ 플라스틱 시험관은 실험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ㆍ 실험관 뒤의 배경을 검은색으로 제작하여 관찰이 용이합니다.
ㆍ 짧은 시간내에 실험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학

2018~2019

소형기체 발생기
MRS 41065 ............................................ 55,000원

기체의 법칙 실험기(보일샤를 겸용)
MRS 41066 ..........................................363,000원

입상(알갱이 모양) 고체에 액체를 더하여 기체를 발생시키는 소형 수지제의 장치로
서, 유리파손의 염려가 없고 준비나 뒤처리가 쉽습니다. 3층구조의 새로운 설계로
기체의 발생과 중지의 조작이 밸브 한개로 조작할 수 있어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산소, 수소의 기본적 기체 발생에 최적입니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의 실험이 반정량적으로 행해집니다. PV/T=
일정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온 장치에 니크롬선을 사
용하고 있어 단시간에 실험이 가능합니다.

규격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제(본체), Ø125 x 160mm

화학

브라운 운동(가스) 실험기
MRS 41070 .............................................77,000원

규격

압력계 Ø50mm, 눈금범위 0~0.1Mpa(0~1kgf·cm),
기온장치 100㎖·전열선 2Ω, 온도계 50℃

브라운 운동(액체) 관찰기
MRS 41071 .............................................77,000원

실험기구

(※ 초록 바탕의 사진은 가스 내 입자의 브라운(Brownian) 운동 촬영 사진입니다.)

(※ 붉은 바탕의 사진은 액체 내 입자의 브라운(Brownian) 운동 촬영 사진입니다.)

연기 입자의 브라운(Brownian)운동을 관찰하는데 쓰입니다. 체적이 작고 외부 전원 사용하지 않으며
조작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레이저로 저압 칼라 전구를 교체하여 관찰대상의 연기 입자의 브라운
운동을 더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Brownian)운동을 관찰하는데 사용됩니다. 조명 광원을 이용하여 액체속의 혼탁한 알갱이를 비추어서 현
미경을 통해 입자의 액체브라운(Brownian)운동을 관찰합니다. 가열기는 관찰 액체를 가열하여 온도가 브라운
(Brownian)운동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구성
규격

연기실, 전원 스위치
80 x 60 x 25mm, DC3V(AA/2개), 630~650nm/5mW

브라운 운동실험기
MRS 41069 .............................................77,000원

구성
규격

전원스위치, 외부 전원용단자, 조명광원, 가열기, +단자, -단자
85 x 60 x 30mm, AA건전지 2개, 가열기 6V, 발광관 50mW, 외부전원 DC6V

브라운 운동관찰장치(가스)
MRS 74046 .......................................... 143,000원

■기체 분자의 열운동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장치로서 밀폐용기 속에 유색의 기체(향 연기)를 넣어 레이저
빛을 투사해 분자에 빛을 비춘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초점을 조절하여 관찰하면 볼 수 있다.

액체 또는 기체 속의 분자운동을 물리적으로 작동시켜 크고 작은 분자간의
상호 불규칙 분자운동을 통해 브라운운동을 관찰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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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x 150 x 50mm

■현미경 배율은 40~100배로 하면 잘 보인다.
■실험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용방법｜
1. 브라운운동 관찰장치를 현미경 재물대 위에 올려 놓는다.
2. 연소통 안에 향을 피운다.
3. 주사기로 연소통에서 연기를 빨아들인다.
4. 주사기를 장치의 흡입구에 꽂은후 연기를 밀어 넣는다.
5. 스위치를 켜고 레이저가 대물렌즈 초점에 맞도록 조절한다.
6. 적당한 현미경 배율은 40~100배이다.

규격

220×45×40mm(W×D×H), 전원 AA건전지 2개(3V)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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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반응 실험장치(SP)
MRS 41072 ...........................................440,000원

불꽃반응 실험장치
MRS 41074 ............................................. 33,000원

잠깐 보이고 불분명한 불꽃실험은 이제 그만!!
불꽃반응색 실험의 혁명적 전환! 금속염 수용액을 분산시켜 선명한 색상의 불꽃
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금속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소와 화합물을 불꽃 속에 넣으면 원소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특유한
색깔을 관찰하는 기구입니다.

구성
규격

보관함, 액체시료 용기 5개, 본체, 토치, 액체시료
5종(BaCl₂, NaCl₂, KCI, SrCl₂, CuCl₂)
400 x 210 x 150mm

구성

210 x 180 x 50mm 정도
분광기 1, 시료(약품) 10종,
니크롬선(시료본) 10개

불꽃반응 니크롬선
MRS 41075 ............... 8,800원

백금선

화학

원소 불꽃 반응(10인용)
MRS 46006 ............. 26,400원

규격

MRS 41076

다양한 약품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불꽃을 만
들어 보고 관찰 해 봅니다.

불꽃색반응 관찰세트
MRS 41077 ......... 110,000원

고형연료에 불꽃색 시료를 이겨넣은 버튼형
입니다.
규격
구성

각 15mm
칼슘, 리튬, 나트륨, 칼륨,
바륨 각 6개씩, 가대 : 6개

규격

규격
Ø0.3mm, 길이 50mm 손잡이부
Ø0.3mm, 길이100mm 손잡이부
Ø0.7mm, 길이100mm 손잡이부

손잡이부, 10개 1조

니크롬루프

백금봉(보관 용기통)
MRS 41079 ..............5,500원

MRS 41078
니크롬선으로 만
들어져 쉽게 산화
되지 않고 용도에
맞는 사이즈를 고
를 수 있어 만들
어 쓰는 번거로움
이 없습니다(백금
봉을 이용하여 사
용할 수 있습니
다. / 백금봉 별
매).
규격
Ø2mm
Ø3mm
Ø4mm

가격(원)
33,000
55,000
132,000

가격(원)
5,500
5,500
5,500

보관이 용이하여 제품이 구부러지지 않고 분
실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길이 190mm, 보관용기통 Ø15 x
60mm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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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구

산화불꽃 반응실험이나 곰팡이나 세균을 배양
기에서 옮길 때 또는 백금촉매로 이용합니다.

화학

2018~2019

수질 오염 측정키트Ⅰ(5인용)
MRS 94042 ............................................. 33,000원

수질 오염 측정키트Ⅲ(5인용)
MRS 94043 ..............................................36,300원

폐수 및 용수의 수질오염 유무를 측정하는 상품입니다. 물의 용존 산소
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물의 오염도를 확
인합니다.

수질오염을 확인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학습하고 주변에서 쉽게 채취
할 수 있는 물의 PH를 확인하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용존 산소)와
대장균 군 관찰을 통하여 수질 오염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화학

토양 미생물 검사(5인용)
MRS 94044 ............................................. 33,000원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 지시약을 사용하여 토양의 PH를 확인하고 토
양 속의 질소, 인 함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토양 속에 서식하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로 세균, 방선균, 사상균, 효모,
조류, 원생동물 등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토양 속에 일반세균과, 대장
균, 효모&곰팡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실험기구

토양성분 분석키트(5인용)
MRS 94051 ..............................................36,300원

※용액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토양 테스트 키트
MRS 46007 	�������������������������������������������������������������������������������������������������������������������������������������������������77,000원
• 토양에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함유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키트
• 비교표가 붙은 케이스, 산도(Ph, 질소(N), 인(K) 및
칼륨을 측정하는 3단계의 테스트를 위한 캡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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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1조, 각 10캡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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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검출반응 실험키트(4인용)
MRS 64018 .............33,000원

영양소 검출반응 실험키트 + 침(아밀라아제)의 소화
MRS 64019 ............. 48,400원

영양소 검출반응 실험키트 + 침(아밀라아제)의 소화 + 녹말과 포도당의 흡수
MRS 64020 .............66,000원

4종의 지시약을 이용하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당분을 쉽게 검출해 볼 수 있는 실험세트입니다.

영양소의 검출 방법을 이해한 뒤 침(아밀라아
제)이 녹말인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포도당으
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의 검출 방법을 이해한 뒤 침이 탄수화
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 두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

포도당용액, 단백질용액, 지방용액, 녹말용액,
증류수, 베네딕트용액, 수산화나트륨용액,
황산구리용액, 아이오딘용액, 수단III용액,
12홈판, 24홈판, 일회용스포이트1ml, 3ml,
실험용장갑, 종이컵, 스포이트라벨, 반응판

영양소검출실험키트 +
아밀라아제용액

구성

영양소 용액세트(5종)
MRS 41086 ................. 33,000

영양소검출실험키트 +
아밀라아제용액 + 반투막(셀로판튜브)

영양소 검출시약(5종)
MRS 41087 .............33,000원

화학

영양소 검출 실험세트(11종)
MRS 41084 .............55,000원

구성

실험기구

포도당, 녹말, 단백질, 지방의 4대 영양소를
검출하는 실험세트입니다. 홈판에 검출된 용
액을 담아 색깔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의 이온반응키트
................. 55,000원
MRS 41085

금속의 이온반응을 실험하는 데 있
어서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시약세
트입니다. 48홈판을 이용하여, 각각
의 색변화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구성

영양소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시약세트입니다.

포도당, 단백질, 증류수, 식용유벤젠,
녹말용액

이온반응(앙금생성)
................. 44,000원
MRS 41088

앙금생성반응을 관찰하는 키트입
니다.

구성

PH에 따른 지시약의 색변화 키트
................. 44,000원
MRS 41089

다양한 ph의 용액들을 이용해, 지시
약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키트입니다.

베네딕트용액, 수단3용액, 황산구리,
수산화나트륨, 요오드화 칼륨용액

PTC미각실험세트
..................22,000원
MRS 64021

농도가 다른 PTC용액을 무작위로
한방울씩 맛을 봄으로써 미맹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성

구성

반응용액10종, 홈판

구성

ph1~12번, 지시약8종, 홈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TC용액 6종(스포이드병),
0%, 0.008%, 0.016%,
0.032%, 0.065%, 0.13%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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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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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전지만들기(5인용)
MRS 46008 ............. 24,200원

산성 염기성용액 분류하기(6인용)
MRS 46009 ............. 22,000원

활성탄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알
아봅시다.

리트머스종이의 색 변화 및 페놀프탈레인용액
의 색 변화에 따라 용액을 분류해봅시다.
구성

24홈판,파란색,리트머스종이,붉은색 리트머
스종이,페놀프탈레인용액,식초,레몬즙,유리
세정제,사이다,빨랫비누 물석회수,묽은염산,
묽은수산화나트륨 용액,비닐장갑

PH용액(버퍼솔루션)15종
MRS 46010 ..............16,500원

규격

PH1~Ph13,10% 염산, 1%
수산화나트륨 각 10ml 산과
염 기 실 험 에 서 사 용 되 는
용액입니다.10%염산은 Ph 0 이하에
해당되고, 1% 수산화나트륨은 Ph 14
이항에 해당됩니다.

별도 준비물 : 페트리접시(샬레)

손에 있는 세균검사하기(5인용)
MRS 46012 .............. 12,100원

화학탁본(동전탁본)5인용
MRS 46013 ............. 24,200원

색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단서를 찾아 낱
말을 맞추는 게임을 해 보세요.

한천배지를 이용하여 페트리디쉬에 직접배지
를 제작해보고,손가락을 찢어 손을 씻지 않았
을때와 씻었을때의 세균이 배양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동전을 이용하여 탁본을 뜨는 실험을 해보고
전류에 의한 다양한 금속의 변화를 관찰해봅시다. 전자
의 이동과 금속이온의 색깔에 대해 학습하고 각각의 동
전이 어떤 금속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봅시다.

화학

색 변화를 이용한 단서찾기(6인용)
MRS 46011 ............. 22,000원

실험기구

구성

스푼빨대, 빨대, 거름종이, 면봉,
탄산수소나트륨, 페놀프탈레인 용액, 장갑
별도 준비물 : 비이커,헤이드라이기,신문지,물

구성

한천배지분말,패트리디쉬5개,비이커,
나무막대,투명스티커
별도 준비물 : 네임펜, 끓는 물, 전자레인지

알루미늄 접시 5매, 질산칼륨 용액 20ml,
구성
디메틸 글리옥심 지시약20ml, 9V 건전지5
(5인기준)
개,9V스냅5개ㅡ거름종이10매,일회용 비닐
별도 준비물 : 여러가지동전

액체자석 만들기세트(5인용)
MRS 46014 ............. 22,000원

거품 속 불꽃놀이(6인용)
MRS 46015 ............. 28,600원

아밀라제(침)으로 모양만들기(5인용)
MRS 46016 ..............14,300원

자석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며 재미있게 액체자
석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품에 불꽃을 넣어 불꽃이 어떻게 되는지 살
펴보세요.

우리들의 입 속의 침이 녹말을 분해하는 과정을
녹말-한천으로 만든 배지 위에 예쁜 모양을 만
들며 재미있게 실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

액체 자성체, 이온화용액, 유리병
5개,원형자석 5개, 나무막대 5개, 양면테이프
별도 준비물 :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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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묽은 과산화수소, 아이오딘화 칼륨,
식용색소,물비누,향,스푼빨대,빨대

별도 준비물 : 삼각 플라스크, 점화기 비이커, 수조

구성

한천, 녹말, 아이오딘용액, 거름종이 5매, 페트리디시
5개, 종이컵, 일회용스포이트, 이쑤시개 5개, 나무젓개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MRS

PH메타(HI 8414)
MRS 41090 .......... 484,000원

PH메타(HI 8014)
MRS 41091 .......... 484,000원

PH측정기(휴대용)
MRS 41092 ........... 110,000원

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수동온도보정
으로 ｐＨ을 측정합니다. 9V 건전지.

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수동온도보정
으로 ｐＨ을 측정합니다. 9V 건전지.

PH측정기를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PH7에 맞추어 놓고 용
액에 기기를 담가서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인 것을 디지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185 x 82 x 45mm, PH 0~14±
0.01PH

규격

185 x 42 x 26mm, PH 0~14±
0.02PH

휴대용이며 테이블 거치용 스탠드와 표준용
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H와 온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다. 최대값/
최소값/HOLD기능, PH측정범위 0.00~14.00PJ 실용적으로 디자인된
휴대용 PH 미터, 가격대비 최적의PH, 온도측정값을 제동한다.

규격
110 x 62 x 25mm, 0~14PH
분해능력 0.01PH, DC 9V

사양
TEMP
규격
전원

비중계

고흡수성 수지
MRS 41095

규격
분말형
구슬형

실험기구

PH미터(온도겸용)
MRS 46017 .......... 396,000원

PH 0~140±0.1PH

화학

PH메타(정밀형)
MRS 41093 .......... 330,000원

규격

가격(원)
22,000
44,000

측정범위 0.00~14.00PH/분해능
0.01PH/정확도 ±0.01PH ±1digit
측정범위 -10~60도/분해능
0.1도/정확도±0.1도, ±1digit
156 x 66 x 33mm
9V 배터리 1개

MRS 41096 ........................................................................... 19본 가격 : 187,000원 / 2본 가격 : 13,200원

액체의 비중을 재는 계량기로서 비중을 측정하고 용액의 농도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구성
구성

19본 1조, 상자입
2본 1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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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자구조모형27종661점
MRS 46019 	��������������������������������������������������������������������������������������������������������������������������������������������� 330,000원

화학

분자구조모형 설명용400점
MRS 46020 	���������������������������������������������������������������������������������������������������������������������������������������������� 165,000원

분자•원자

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18종 296점)
MRS 74047 ..............................................................................................................................................132,000원
원자 사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결합으로 수 많은 화합물질을 만드는데 크게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
로 나눌 수 있으며,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써 성질과 결합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와 탄
화수소유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관계와 화합물을 여러 원자를 심볼로 하는 여러 가지 색상
의 플라스틱구슬과 체결봉을 사용하여 화합물의 구성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봉결합식, 직결합식)

규격
명칭
탄소
탄소
할로겐(염소)
수소
금속
금속
질소
질소
황
황
황
인
인
산소
체결봉(장)
체결봉(중)
체결봉(단)
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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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80×45㎜, 총296점, 상자입
심볼
-C-CHalogen
-CMetal
Metal
-N-N-S-S-S-P-P-O-

색상
검정
검정
초록
백색
회색
회색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노랑
보라
보라
빨강
회색
회색
흰색
베이지

구멍수
4
5
1
1
1
2
3
4
2
4
6
4
5
2

수량
24
6
10
50
4
2
6
2
2
6
2
3
1
15
26
68
68
1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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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구조모형조립세트(129점)
MRS 74048 ............................................................................................................................................... 66,000원
원자 사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결합으로 수 많은 화합물질을 만드는데 크게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
로 나눌 수 있으며,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써 성질과 결합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와 탄화
수소유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관계와 화합물을 여러 원자를 심볼로 하는 여러 가지 색상의
플라스틱구슬과 체결봉을 사용하여 화합물의 구성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봉결합식, 직결합식)

규격

250×180×40㎜, 총129점, 상자입

명칭
탄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질소
인
황
황
염소(할로겐)
금속
체결봉(장)
체결봉(중)
체결봉(단)
분리기

심볼
-C-C-H-O-N-N-P-S-S- Cl - Metal -

색상
검정
검정
백색
빨강
파랑
파랑
보라
노랑
노랑
초록
회색
회색
회색
흰색
베이지

구멍수
4
5
1
2
4
3
5
4
2
1
2

수량
10
6
22
8
2
6
1
10
2
12
2
15
20
12
1

이 분자구조 모형은 가소성고분자화합물구와 가소성화합결합
물로 구성되었으며, 색깔이 선명하며 분자구조를 견고하게 연
결시켜 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409종, 350 x 150 x 160mm
색깔

결합각

수량

연결봉

탄소

검정

109°

50

Ø4x25mm-40

탄소

검정

90°/120°

50

Ø4x40mm-100

수소

흰색

-

50

Ø4x50mm-75

산소

빨강

105°

50

Ø4x120mm-10

질소

하늘색

109°

50

Ø4x60mm-10

황

노랑

90°

50

염소

초록색

-

50

염소

초록색

90°

50

나트륨

은회색

90°

50

총계

174

분자•원자

원자

235

분자구조모형(264종)
MRS 42003 ............................................................................................................................................... 88,000원
인체의 혈액속에 나타나는 유기체적 혹은 무
기체적 분자의 구성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나트륨, 염소들까지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특징]
ㆍ 칼라로 된 고무볼과 코일 스프링으로 된
본 세트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쉽게 결합
이 가능합니다.
ㆍ 과학적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본 배율은
결속의 길이나 결속의 각도, 또한 타입들
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구성

볼 7종 134개, 막대 2종 130개

규격

264종, 350 x 230 x 50mm

화학

분자구조모형키트(409점)
MRS 42001 ..............................................................................................................................................132,000원

원자
색깔 결합각
탄소
검정
109°
탄소
검정
120°
수소 오렌지
산소
청색
105°
질소 진청색 109°
유황
노랑
90°
염소
녹색
염소
녹색
90°
나트륨 회색
90°
총계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홀
4
5
1
2
4
2
1
6
6

수량
연결봉
30 50mm-20
30 36mm-110
40
2
2
1
2
13
14
134
13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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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구조모형키트(171점)
MRS 42004 ............................................ 88,000원

분자모형(355점)
MRS 42005 ............................................ 99,000원

이 분자구조 모형은 유기화학·무기화학 등 분자구조와 입체구조로 쉽
게 조립할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이동이 쉬운 손잡이 케이스 보관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분자의 구조를 원자 단위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배열 및 결합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
규격

규격

288 x 185 x 40mm / 355종 케이스입

구 80개, 반구 10개, 연결봉 81개
300 x 130 x 115mm, 171종

화학

분자구조모형 조립세트(336점)
MRS 42006 ..............................................................................................................................................143,000원

분자•원자

주로 유기화합물분자에 대해 그 분자를 구 ■ 원자구 : 10종
원자구
성하고 있는 원자의 입체배치와 원자간의
수소 H
결합상태를 이해하는데 이용됩니다. 원자간
탄소 C
의 결합모양은 Open형과 Space-filling형이
산소 C
있습니다. 쌍방이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질소 N
습니다.(봉결합, 직결합)
유황 S
인P
할로겐
금속

색
백
흑
적
청
청
황
황
자
녹
회

각도
1
4(109도)
2(105도)
3(107도)
4(109도)
4(109도)
6(90도)
4(109도)
1
1

수량
60
36
18
9
3
3
3
3
12
3

㈜구멍의 수는 원자가에 상당하며 각도 결합각에 상당함.

■ 고리 : 3종
고리
짧은 고리
중간 고리
긴고리

색
회색
회색
회색

수량
78
78
30

분자구조모형 조립세트(112점)
MRS 42007 ............................................................................................................................................... 88,000원
주로 유기화합물분자에 대해 그 분자를 구 ■ 원자구 : 10종
원자구
성하고 있는 원자의 입체배치와 원자간의
수소
H
결합상태를 이해하는데 이용됩니다. 원자간
탄소 C
의 결합모양은 Open형과 Space-filling형이
산소 C
있습니다. 쌍방이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질소 N
습니다.(봉결합, 직결합)
유황 S
인P
할로겐
금속

색
백
흑
적
청
청
황
황
자
녹
회

각도
1
4(109도)
2(105도)
3(107도)
4(109도)
4(109도)
6(90도)
4(109도)
1
1

수량
20
12
6
3
1
1
1
1
4
1

㈜구멍의 수는 원자가에 상당하며 각도 결합각에 상당함.

■ 고리 : 3종
고리
짧은 고리
중간 고리
긴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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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회색
회색
회색

수량
78
78
3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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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구조모형(몰타로우B형)
MRS 46022 ............. 59,400원

정밀하고 조립이 용이한 연구용 및 학습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분자구조모형
사은품 : 한글원소주기율표,자(분자의 크기
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나노미터로 표시된자
를 첨부 하였습니다.

분자구조(소형포켓용)
MRS 42010 ........... 27,500원

원자 사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결합으로 수많은 화합물질을 만드는데 크게 무기화합
물과 유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성질과
결합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와 탄화수소유도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관계
과 화합물을 여러 원자를 심볼로 하는 여러 가지 색상의 플라스틱 구슬과 체결봉을 사
용하여 화합물의 구성을 간결하게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색깔과 모양이 각기 다른 원자 모형과 직선형
원자 고리, 곡선형 원자고리로 작고 휴대가
용이합니다.

규격
구성

규격

145 x 85 x 40mm

200 x 130 x 35mm
총 76점, 상자입

분자모형(10종)
MRS 42012 ........... 38,500원

분자·원자모형(12종 117점)
MRS 42013 ...........88,000원
유기화학과 무
기화학을 위한
골격 또는 공간
을 완성시키는
모델들을 조립
하게 할 수 있습
니다.

구성

8종 27점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구조를 간단한 모
형의 조립으로 원자의 배치와 결합상태를 직
관적으로 학습이해시키는 간단한 기구입니다.
구성

분자구조모형(자석칠판식)
MRS 42014 .......................................... 198,000원

10종 1조

색깔
검정
흰색
빨강
파랑
파랑
노랑

개수
10
22
6
2
1
8

연결
할로겐
**dsp3
짧다
중간

색깔
초록
갈색
흰색
회색

길다(구
회색
부러짐)

개수
6
4
12
30
12

분자(유기)구조모형조립세트 B형
MRS 42015 ............................................ 44,000원

자석식 화학(원소) 기호
판으로, 자석칠판 위에
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2종 160점으
로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고, 전하기호(+, -)
를 사용하면 이온식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
결합 및 봉결합(연결 바
인딩 사용) 모두 설명(표
현)이 가능합니다.

원자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한 돌기가 달린 25개의 원소 모형과 서로 다
른 원소 표현을 위한 3가지(12mm, 19mm, 25mm)의 플라스틱 볼 60개
로 구성되었습니다.
규격

230 x 176mm x 3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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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원자

분자의 구조를 원자구를 이용해 조립할 수 있
도록 한것으로 원자와 분자의 관계를 쉽게 이
해할 수 있습니다.

원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질소
황

화학

분자모형(8종 27점)
MRS 42011 ...........66,000원

분자모형(13종 76점)
MRS 42009 ........... 44,000원

화학

2018~2019

대형분자 구조모형(직결합식 14종) 44점
MRS 42016 ..............................................................................................................................................154,000원
이 분자구조모형은 교실에서 수업시에 설명이 용이하도록 크
게 제작되어 생활에 자주 쓰이는 분자의 직결합 모양을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수소, 이산화탄소, 물,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질소, 아세틸렌, 에탄, 아산화유황, 황산, 염화나트
륨, 수산화나트륨, 염산 총 1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분자 구조모형(봉결합식 14종) 78점
MRS 42017 ..............................................................................................................................................154,000원

화학

이분자구조모형은 교실에서 수업시에 설명이 용이하도록 크
게 제작되어 생활에 자주 쓰이는 분자의 직결합 모양을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수소, 이산화탄소, 물,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질소, 아세틸렌, 에탄, 아산화유황, 황산, 염화나트
륨, 수산화나트륨, 염산 총 1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원자

분자모형(대형)
MRS 42018 ...........165,000원

유화합물의 분자구조를 원자로 확대하여 원
자구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조립하고 분자
구성 원자의 입체적 배열 및 결합상태를 이해
하는데 사용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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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x 420 x 150mm,
직결합식+봉결합식 / 목상자입

분자모형(봉결합식)
MRS 42019 ...........99,000원

분자모형(직결합식)
MRS 42020 ......... 99,000원

봉결합은 연결봉의 길이에 비례하여 원자의
배치와 결합상태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쉽
게 제작되었습니다.

원자 상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여러 크
기로 제작하고, 원자의 구성상태를 쉽게 관찰
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340 x 270 x 110mm

규격

340 x 270 x 11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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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기)분자결합구조모형(232점)
MRS 42021 .............................................................................................................................................. 121,000원
탄소는 어떤 다른 원소보다 많은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탄소원자가 탄소-탄소간에
단일 이중 삼중결합을 형성할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사슬과 고리구
조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탄소화합물을 취급하는 화학
의 영역을 유기 화학이라 하는데
모든 유기 화합물은 탄화수소에
도 유도됩니다. 왜냐하면 탄화수
소는 수소와 탄소로만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자구 : 13종
원자구
색
각도
탄소 C
흑색
90/120°
수소(캡)H
백색
S
수소 H
백색
S
요오드 Iodine
보라색
S
질소 N
파랑색
107°
황S
노랑색
105°
금속 Metel
회색
90°
탄소 C
흑색
109°
염소 CI
초록색
S
질소 N
파랑
109°
산소 O
적색
109°
황S
노랑색
90°
금속 Metel
회색
S
※ 염소가 할로겐 원소와 홉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수
5홀
1홀
1홀
1홀
3홀
2홀
6홀
4홀
1홀
4홀
4홀
6홀
1홀

수량
8
30
30
3
5
3
3
16
6
6
6
6
6

■ 고리 : 3종
고리
짧은 고리
중간 고리
긴고리

색
회색
회색
회색

수량
40
40
24

■ 원자구 : 16종
원자구
수소 H
수소(캡)H
탄소 C
탄소 C
할로겐 Halogen
산소 O
산소 O
황S
질소 N
질소 N
금속 Metel
금속 Metel
금속 Metel
금속 Metel
산소 O
인P

색
백색
백색
흑색
흑색
초록색
적색
적색
노랑색
파랑색
파랑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적색
보라색(자수)

각도
S
S
109°
90/120°
S
105°
S
109°
109°
107°
S
90°
105°
180°
109°
109°

구멍수
1홀
1홀
4홀
5홀
1홀
2홀
1홀
4홀
4홀
3홀
1홀
6홀
2홀
2홀
4홀
4홀

수량
30
20
20
6
10
10
4
18
14
6
20
4
2
2
14
10

※ 염소가 할로겐 원소와 홉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리 : 3종
고리
짧은 고리
중간 고리
긴고리

전자반발이론 20종(175점)
MRS 42023 ...........198,000원

수 많은 무기(유기)화합물의 분자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실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와 탄화수
소 유조체, 유기입체화학 및 생화학모형을 쉽
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색
회색
회색
회색

수량
50
40
30

전자쌍반발이론모형
MRS 74049 ................................................................................ 66,000원
명칭
수소
염소
비공유
전자쌍
베릴름
붕소
질소
염소
산소
인
황
탄소
체결봉
(오비탈)
체결봉(단)

색상
백색
초록

구멍수
1
1

수량
13
13

베이지

1

6

회색
베이지
파랑
초록
빨강
보라
노랑
검정

2
3
4
4
4
5
6
4

1
1
1
1
1
1
1
1

회색

26

흰색

6

수많은 무기(유기)화합물의 분자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실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
체, 유기입체화학 및 생화학모형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색깔이 들어있는 원자는 결합각에 비례하여 하나에서 6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으
며, 탄소와 질소는 109.5。, 산소는 105。각을 이루고 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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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원자

탄소는 어떤 다른 원소보다 많은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탄소원자가 탄소-탄소간에
단일 이중 삼중결합을 형성할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사슬과 고리구
조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탄소화합물을 취급하는 화학
의 영역을 유기 화학이라 하는데
모든 유기 화합물은 탄화수소에
도 유도됩니다. 왜냐하면 탄화수
소는 수소와 탄소로만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학

유기(무기)분자구조모형(310점)
MRS 42022 ..............................................................................................................................................143,000원

화학

2018~2019

전자쌍 반발이론 대형 VSEPR 모델
MRS 42026 .......................................... 198,000원

이 세트는 VSEPR 이론과 관련된 모든 형상 및 분자의 모양을 설명하
기 쉽게 크게 제작되었습니다. 검정과 백색의 궤도는 분자기하학에 전
자쌍반발의 영향을 보여주는 전자쌍을 나타냅니다. 총 13종의 전자쌍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자궤도모형(14종)
MRS 42028 ............................................ 88,000원

분자•원자

이 모형세트는 14가지의 원자
궤도를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홍색과
핑크색의 달걀 모양 조각은 p
와 d궤도의 양, 음자 파동을 나
타내는 것이며 원자핵은 불투
명한 흰 조각에 의해 표시됩니
다. 각 모형들은 한 개의 투명
한 조각을 받침으로 사용하여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내용물
1s
2s
2p
3d
1개의 2s+3개의
2p로 된 궤도모델
sp, sp2, sp3

모델
비화합물
비화합물
비화합물
비화합물

개수
1
1
3
5

비화합물

1

화합물

3

분자궤도모형(4종)
MRS 42027 ............................................ 88,000원

베넨, 에탄, 에틸렌 & 에
틴 (4종 조립세트)
이모형을 통해서 시그마
결합궤도와 pi결합궤도,
전자의 이동과 혼합에 대
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
니다.

원소
탄소원자
수소원자
탄소
탄소
탄소

수량
12
18
9/시그마 결합모형(타원모양)
18/시그마 결합모형 (타원모양)
9개 / 분홍색조각 21개 &
보라색 조각 21개

분자모형(전자반발이론)
MRS 42029 ............................................ 88,000원

본 구성은 윗쪽 사진과 같이 8개의 분자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습니다. 사진에 나타나는 분자들의 형태는 1에서 6까지의 배위수와
여러가지 결합 방향을 보여줍니다.
배위수
1
2
2
3
3
4
5
6

모양
직선모양
직선모양
굽은모양
삼각채(피라미드 모양)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쌍삼각뿔
정팔면체

분자식
HCI
BeCI
H2O
NH3
BH3
CH4
PCI1
SF1

화합물
염화수소
염화베릴늄
물
암모니아
수소화붕소
메탄
염화인
핵시플루오르황

유기화학물분자(120점)
MRS 46023 ............................................ 44,000원

유기화학물분자(8종 38점)
MRS 46024 ............................................ 26,400원

유기화학물 분자에 대해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입체배치와
원자간의 결합상태를 이해한다.

유기화학물분자에 대해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입체배치와
원자간의 결합상태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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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원자 오비탈 궤도식 모형

이 분자원자 오비탈 궤도식 세트는 많은 유기(무기) 화합물의 분자구조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수소를 구슬형, 캡슐형 두가지로 표현하였고 궤도 및
오비탈을 이용하여 전자쌍반발이론까지 설명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오비탈 궤도식 모형(26종 472점)
MRS 42030 ............................................................................................................................................. 253,000원
심볼
C
C
C
H
H
CI
CI
O
O
S
S
S
N
N
Metal
Metal
Metal
P
P
P
Orbital
Orbital

색상
검정
검정
검정
백색
백색
초록
초록
빨강
빨강
노랑
노랑
노랑
파랑
파랑
회색
회색
회색
보라
보라
보라
분홍
보라
회색
회색
회색
회색

구멍수
4구
5구
6구
1구
1구
1구
4구
2구
4구
2구
4구
6구
4구
5구
1구
2구
6구
3구
4구
5구

수량
16
3
1
50
13
10
2
12
6
3
6
3
4
4
6
3
1
1
3
3
6
6
10
100
100
100
472

오비탈 궤도식 모형(24종 368점)
MRS 42031 ..............................................................................................................................................198,000원
심볼
C
C
H
H
CI
CI
O
O
S
S
S
N
N
Metal
Metal
P
Orbital
Orbital

색상
검정
검정
백색
백색
초록
초록
빨강
빨강
노랑
노랑
노랑
파랑
파랑
회색
회색
보라
분홍
보라
회색
회색
회색
회색

구멍수
4구
5구
1구
1구
1구
4구
2구
4구
2구
4구
6구
4구
5구
1구
2구
4구

수량
16
6
50
16
8
2
8
4
2
6
2
4
2
6
2
2
6
6
10
70
70
70
368

분자•원자

명칭
탄소
탄소
수소
수소(캡식)
염소
염소
산소
산소
황
황
황
질소
질소
금속
금속
인
궤도
궤도
오비탈
체결봉(소)
체결봉(중)
체결봉(대)

오비탈 궤도식 모형(22종 294점)
MRS 42032 ..............................................................................................................................................154,000원
명칭
탄소
탄소
수소
수소(캡식)
염소
염소
산소
산소
황
황
황
질소
질소
금속
금속
인
궤도
궤도
오비탈
체결봉(소)
체결봉(중)
체결봉(대)

심볼
C
C
H
H
CI
CI
O
O
S
S
S
N
N
Metal
Metal
P
Orbital
Orbital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색상
검정
검정
백색
백색
초록
초록
빨강
빨강
노랑
노랑
노랑
파랑
파랑
회색
회색
보라
분홍
보라
회색
회색
회색
회색

구멍수
4구
5구
1구
1구
1구
4구
2구
4구
2구
4구
6구
4구
5구
1구
2구
4구

수량
16
6
40
12
8
2
8
4
2
6
2
4
2
6
2
2
6
6
10
50
50
50
294

화학

화학

명칭
탄소
탄소
탄소
수소
수소(캡식)
염소
염소
산소
산소
황
황
황
질소
질소
금속
금속
금속
인
인
인
궤도
궤도
오비탈
체결봉(소)
체결봉(중)
체결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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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유기화학결합구조모형(31종 235점)
MRS 42033 ............................................................................ 154,000원
구
구
개수
원소
색깔
멍
멍
탄소
검정
3
2
탄소
검정
4
탄소
검정
5
6
탄소
검정
6
수소
백색
1
14
수소(캡식)
백색
1
염소
초록
1
13
염소
초록
4
산소
빨강
2
10
산소
빨강
4
황
노랑
2
1
황
노랑
4
황
노랑
6
1
질소
파랑
3
질소
파랑
4
3
금속
회색
1
금속
회색
6
1
금속(칼슘)
회색
2
인
보라
3
1
금속(베릴륨) 회색
2
인
보라
4
5
인
보라
5
붕소 베이지 3
1
비공유전자쌍 파랑
궤도
분홍
6
체결봉(大)
회색
궤도
보라
6
체결봉(中)
보라
오비탈 파랑
12
체결봉(中)
회색
체결봉(小) 불투명
원소

색깔

규
격
16
3
8
2
2
12
5
4
2
2
1
6
36
32
12
10

결합내용 :무기화합물, 알켄류, 알킨류, 시클로알칸류, 방향족탄화수소, 알콜류, 에테르류, 알데히드류, 케톤류, 카르복시산류, 에스테
르류, 염기성 생화학물, 전자쌍반발이론구조모형 등…
원자 사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결합으로 수 많은 화합물질을 만드는데 크게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유기 화합물은 탄소를 함유
하는 화합물로써 성질과 결합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와 탄화수소유도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관계와 화합물을 여러 원자를 심볼로 하는 여
러가지 색상의 플라스틱 구슬과 체결봉을 사용하여 화합물의 구성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학

화학분자구조모형 B형(캡식, 14종 155점)
MRS 42034 ..............................................................................88,000원
원소

색깔

분자•원자

탄소
검정
수소(캡
백색
식)
요오드 보라
질소
파랑
황
노랑
금속
회색
분리기 베이지

구
멍
5

개
수
6

원소

색깔

구
멍
4

규
격
14

탄소

검정

1

32

염소

1
3
2
6

2
2
2
2
1

질소
산소
체결봉(大)
체결봉(中)
체결봉(小)

초록

1

6

파랑
빨강
회색
회색
불투명

4
4

4
6
12
36
30

원자 사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결합으로 수 많은 화합물
질을 만드는데 크게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유기 화합물은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써 성질
과 결합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와 탄화수소유도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관계와 화합물을 여러 원자를 심
볼로 하는 여러 가지 색상의 플라스틱구슬과 체결봉을 사
용하여 화합물의 구성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기화학모형
MRS 42035 ............................................................................ 110,000원
원소
수소
metal
유황
탄소
탄소
유황
탄소
연결구

구성
1구
1구
2구
2구
4구
4구
5구
20mm

개수
40
2
1
2
24
1
6
55

원소
염소
산소
metal
탄소
질소
인
연결구
연결구

구성
1구
2구
2구
3구
4구
4구
1mm
35mm

구성

수소 20개, 산소 8개, 탄소 8개, 황
4개, 인 2개, 질소 2개, 체결봉(대)
6개, 체결봉(중) 10개, 체결봉(소) 10개

분자구조모형 봉결합식 140점
MRS 42091 .............99,000원

구성

수소 40개, 산소 16개, 탄소 16개, 황
8개, 인 4개, 질소 4개, 체결봉(대) 12개,
체결봉(중) 20개, 체결봉(소) 20개

분자구조모형 봉결합식 210점
MRS 42092 ........... 132,000원

개수
8
12
1
6
4
4
60
25

교사용 유기화학 분자 모형은 알켄류, 탄화수소
유도체, 탄소양이온 중간체 등을 만들 수 있고 이
질성형상, 이형태체, 반응 메커니즘, 누적그룹, 광
학성(키랄성) 등의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이분자 모형은 다른 Molymod Molecular
Model Atoms and Bonds 모형과 보완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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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구조모형 봉결합식 70점
MRS 42090 ............. 48,400원

구성

수소 60개, 산소 24개, 탄소 24개, 황
12개, 인 6개, 질소 6개, 체결봉(대)
18개, 체결봉(중) 30개, 체결봉(소) 30개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화학분자구조모형(158점)
MRS 74050 .............................................. 77,000원

단순하거나 복잡한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꾸밀 수 있습
니다.

원자 사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결합으로 수 많은 화합물질을 만드는
데 크게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유기화합물은 탄
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써 성질과 결합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와 탄화수
소유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관계와 화합물을 여러 원자를
심볼로 하는 여러 가지 색상의 플라스틱구슬과 체결봉을 사용하여 화
합물의 구성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규격
구성

345 x 245 x 80mm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다른 볼 370개와 자루 150개

원자의 활동모델
MRS 42038 ............................................. 88,000원

결합내용
알코올류, 에테르류, 알데히드류, 케톤류, 카르복시산류, 에스테르류, 니
트릴류, 아미드류, 아민류, 산할로겐류, 황화물, 티올류, 무수산류, 유기
할로겐류, 페놀류 등, …

Ø150 x 45mm

심볼
-C-C-H- Cl -I-N-N-O-S- Metal -

색상
검정
검정
백색
초록
보라
파랑
파랑
빨강
노랑
회색
회색
회색
흰색
베이지

구멍수
5
4
1
1
1
4
3
4
2
6

수량
6
14
32
6
2
4
2
6
2
2
36
15
30
1

분자•원자

명칭
탄소
탄소
수소(캡식)
염소
요오드
질소
질소
산소
황
금속
체결봉(중)
체결봉(장)
체결봉(단)
분리기

학생들에게 원자의 궤도 구조의 설명과 탐구를 위하여 유용하며 원자의 흥미롭고 투
명한 모델은 OHP상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궤도를 묘사하기
위해 디스크 위에 투명하게 표시된 핵과 원형 궤도를 나타내는 센터에 작은 반구가
있는 투명하고 두터운 플라스틱 둥근 디스크를 포함합니다. 색채가 있는 조각들은 원
자와 원자배열에 있는 아원자의 극소량의 위치를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이 모델은 원
자번호, 원자질량, 껍질의 채우는 순서, 전기중성과 이온전하 개념을 강화합니다.

규격

화학

원자모델세트 A형
MRS 42036 ............................................154,000원

유기-비유기 화학모델
MRS 42039 	������������������������������������������������������������������������������������������������������������������������������������������������ 88,000원
원소
탄소
수소
질소
질소
산소
산소
유황
유황
연결구

색깔
검정
흰색
파랑
파랑
빨강
노랑
노랑
노랑
중
대

구성
4구
1구
4구
5구
2구
2구
4구
6구

개수
6
14
2
1
6
1
1
1
20
10

원소
인
할로겐
metal
metal
metal
metal
metal sp3
metal dsp3
metal d2sp3

색깔
보라
녹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갈색
갈색
갈색

구성
5구 1
1구 6
1구 3
2구 3
3구 2
4구 1
4구 1
5구 1
6구 1

개수
1
6
3
3
2
1
1
1
1

알켄류, 카르보닐기, chiral centers, 이질성현상, 유기금속착물 이온 만들기
가능(Allyn Bacon-Prentice Hall에서 만든 분자 구조 모형과 완전히 양립가
능), VSEPR 이론이나&생화학용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Molymod
Organic-Inorganic Chemistry Model Set 참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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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모형(띠형)
MRS 42082 ...........................................440,000원

DNA모형(구슬형)
MRS 42083 ............................................165,000원

아데닌, 디민, 시토신, 구아닌, 디옥시리
보오스, 인 등 D.N.A의 구성물질과 구
조, 역할등의 관련 학습에 사용됩니다.
조립식, 인산, 당염기의 결합과 염기의
종류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ㆍ 전형적인 유전자의 약 0.01을 나타
내는 16개의 염기쌍(이중사슬 DNA,
RNA중의)은 수없이 많은 3전자결합
의 부호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ㆍ 높이 약 55㎝의 이중나선형으로 완
성된 모델은 WATSON 과 CRICK에
의해 알려진 DNA에서의 공간적 연
관성과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ㆍ 모든 분자 구성물은 구슬로 연결된
흰색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

높이 약 1,500mm(염기쌍이
12개), 조립식, 스탠드식,
나무보관상자입

규격

화학

DNA모형(기본형)
MRS 42084 .............88,000원
3차원적인 DNA
조로 플라스틱
각에 인쇄되어
으며, 색깔별로
호화됩니다.

구
조
있
부

DNA모형(원통형)
MRS 42085 .........297,000원

200 x 200 x 600mm

DNA 분자모델키트
MRS 46026 ..........121,000원

아데닌, 디민, 등
D.N.A의 구성 물질
과 구조, 역할등의
관련 학습에 사용
됩니다.
규격

200 x 200
x 600mm

분자•원자

RNA 및 DNA의 뉴클레오티드의 기본 성분의
분자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립 분해가
용이하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DNA 이중나선구조 입체모형
MRS 42086 .............44,000원

DNA 구조 모형 키트
MRS 42088 .............88,000원

DNA모형(소형)
MRS 42089 ............. 24,200원

다른 DNA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6종
류의 DNA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키트

높이 400mm x 넓
이 57mm DNA 나
선형 모형 16개 부
품

규격

ㆍ 완전조립형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조립
을 해 봄으로써 생명과학의 기초가 되는 DNA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ㆍ 플라스틱재질로 상품파손이 거의 없습니다.(반영구적)
ㆍ 조립분해가 용이 조립후 장식용으로 활용됩니다.
ㆍ 6가지 칼라로 색과 기호의 표현을 적절히 구분했습니다.
제품규격
Box규격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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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x 125 x 350mm
350 x 250 x 27mm
폴라스틱(ABS) 스텐레스봉

120 x 120
x 400mm

규격

220 x 135
x 33mm
(플라스틱
상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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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구조설명기
MRS 42040 ............................................154,000원

MRS 42041 ............................................143,000원

원자의 구조 및 그 변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 이해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보아원자모델 설명용입니다.

화학식 분자식을 흑판 위에서 설명할 경우 칼라 원판을 사용한 것으로
화학식에 흥미를 갖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격

칠판 600 x 600mm, 자석식 20EA

규격

600 x 30 x 600mm, 자석접착식

원자구조 모형
MRS 42043 ...........165,000원

마그네틱원자구조 모형
MRS 42044 ........... 715,000원

전자껍질
뚜껑(전자껍질)

화학

원자의 모델
MRS 42042 ...........154,000원

화학기호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수납함
밑판(또하나의 원자베이스)

규격

600 x 600mm

원자구조를 손으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제품
으로 동위원소와 이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선생님을 위해 칠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상자(4개의 뚜껑과 박스
안쪽의 전자껍질), 양성자(30개),
중성자(30개), 전자(30개), 설명서

구성

전자껍질(8개) 양성자(20개),
전자(20개), 중성자(20개), 금속보드 1개

화학분자구조모형 (79점)
MRS 74051 	������������������������������������������������������������������������������������������������������������������������������������������������ 44,000원
원자 사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결합으로
수 많은 화합물질을 만드는데 크게 무기화합
물과 유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유기화
합물은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써 성질과
결합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와 탄화수소유도
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관계와 화
합물을 여러 원자를 심볼로 하는 여러 가지
색상의 플라스틱구슬과 체결봉을 사용하여
화합물의 구성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명칭

심볼

색상

구멍수

염소

- Cl -

초록

1

6

수소

-H-

백색

1

14

인

-P-

보라

3

1

결합내용

질소

-N-

파랑

3

1

무기화합물, 알칸류, 알켄류, 알킨류, 시클로
알칸류, 방향족탄화수소, 알코올류, 에테르
류, 알데히드류, 케톤류, 카르복시산류, 에스
테르류 등, …

질소

-N-

파랑

4

2

금속

- Metal -

회색

1

2

금속

- Metal -

회색

2

1

규격

200 x 130 x 35mm

수량

탄소

-C-

검정

4

8

산소

-O-

빨강

2

6

황

-S-

노랑

2

1

황

-S-

노랑

6

1

체결봉(장)

회색

15

체결봉(중)

회색

2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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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조 모형 얼음(H2O)
MRS 42047 .............55,000원

결정구조 모형(국제용) 염화나트륨(Nacl)
MRS 42048 .............44,000원

결정구조 모형 염화세슘(CsCl)
MRS 42049 .............55,000원

유기화합물의 분자구조를 원자로 확대하여 원자구를 이용하여 입
체적으로 조립하고 분자구성원자의 입체적 배열 및 결합상태를
이해하는데 사용됩니다. 원자상호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여러
크기로 제작, 연결봉의 길이에 비례하여 원자의 배치와 결합상태
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Na와 Cl이 교대로 FCC 결정구조를 이루며 결합합니
다.
※ FCC 구조 : 정육면체의 여덟개의 구성에 마찬가지
로 1/8개의 구가 있고 각 6개의 면에 1/2개의 원자가
있으므로 총 6개의 원자가 있다.

Cs와 Cl이 결합하여 BCC 결정구조와 비슷한 모양을 이룹니다.
(이것은 두 개 이온이 서로 다른 종류이므로 BCC 구조는 아닙니
다.)
※ BCC 구조 : 정육면체의 가운데 하나의 원자가 있고 각각의
꼭지점에 1/8개의 원자가 있으므로 총 2개의 원자가 있다.

규격

200 x 200 x 200mm

규격

130 x 100 x 100mm

규격

150 x 150 x 150mm

화학
분자•원자

결정구조 모형 금강석(다이아몬드)
MRS 42050 .............44,000원

결정구조 모형 흑연(C)
MRS 42051 .............44,000원

결정구조 모형 이산화탄소(CO2)
MRS 42052 .............55,000원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 결정형이 정사면체
로서, 하나의 탄소 원자가 인접한 네 개의 탄소원자
와 결합하고 있어 입체적인 그물구조를 가집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매우 강합니다.

흑연은 육각형 구조가 사방으로 규칙적으로 배열
되어 층층이 중첩된 평면 그물구조로 되어 있고,
얇게 벗겨지는 특성으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성
질도 갖고 있습니다.

탄소 1개와 산소 2개가 즉, 비금속 + 비금속 원소의 결
합인 공유결합입니다. O=C=O와 같이 이중 결합을 이
루고 있는 직선형 구조로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서
배위 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격

200 x 200 x 200mm

규격

150 x 150 x 130mm

규격

120 x 120 x 120mm

결정구조 모형 탄소(C60)
MRS 42053 .............55,000원

결정구조 모형 석영(SiO2)
MRS 42054 .............44,000원

면심입방격자모형
MRS 42055 .............44,000원

탄소는 주기율표에 의하면 원소기호 ‘C’, 원자기호 ‘6’의 물질로, 즉 6번째
로 가벼운 원소로 다른 원소와 결합하기 위한 ‘결합의 손’이 4개 있으며
여러 가지 결정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러렌(Fullerence C60)이라
고 불리는 축구공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갖는 것도 있습니다.

화학식이 SiO₂인 석영은 규소 1개와 산소 2개의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삼방정계 결정계
로 육방주의 표면 결정구조입니다.

금속 결합 중의 하나인 입방체의 각 꼭지점과
각 면의 중심에 각각 1개씩의 원자가 배열된
결정구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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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200 x 200mm

규격

230 x 230 x 210mm

규격

150 x 150 x 15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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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구조모형 조립세트(봉결합, 직결합 : 226점)
MRS 42066 	����������������������������������������������������������������������������������������������������������������������������������������������� 121,000원
주로 유기화합물 분자에 대해 그 분
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입체 배
치와 원자간의 결합 상태를 이해 하
는데 이용됩니다. 원자간의 결합 모
양은 Open형과 Space-filling형이 있
으며 쌍방이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봉결합, 직결합)

■ 원자구 : 10종
원자구
색
각도
수소 H
백
1
탄소 C
흑
4(109도)
산소 O
적
2(105도)
질소 N
청
3(107도)
질소 N
청
4(109도)
유황 S
황
4(109도)
유황 S
황
6(90도)
인P
자
4(109도)
할로겐
녹
1
금속
회
1
산소 O
적색
109°
황S
노랑색
90°
금속 Metel
회색
S
※ ㈜구멍의 수는 원자가에 상당하며 각도 결합각에 상당함.

수량
40
24
12
6
2
2
2
2
8
4
6
6
6

■ 고리 : 3종
고리
짧은 고리
중간 고리
긴고리

색
회색
회색
회색

수량
52
52
22

원소의 장주기형 주기율표로 제작, 원자번호, 원자량, 원자부피, 원자결
합, 반지름, 결정구조 및 금속성분류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에 따른 여러 가지 결정 중 철과 소금의 결정체를 비례 확
대하여 관찰이 용이하도록 모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규격

판넬용, 800 x 550mm

원소카드

구성

2종 1조

그려보고 붙여보는 원소주기율표(10인용)
MRS 42080 ............. 28,600원

MRS 42079

낱개의 원소카드 전면에는 원소기호 앞쪽 상단에
질량수를 적고 하단에는 원소번호를 적었으며, 원
소기호 주위에 전자배열 상태를 표시하였고, 카드
하단부에는 사용 예제 그림을 삽화하고 원소명과
금속 및 비금속을 구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분
A형
B형

규격
58 x 90mm (36매)
58 x 90mm (108매)

가격(원)
17,600
38,500

플러렌모형만들기
MRS 46025

ㆍ 나노 기술 연구 협의회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그래핀 축구
공모형과 탄소나노 튜브모형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ㆍ 3발 연결핀과 관 타입의 연결관으로 이루어져 만들기가 쉽
고 나노 구조의 이해가 쉽다.

스티커로 쉽게 나만의 원소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격

370 x 260mm

구분

그래핀축구공
연결핀-60개,연결판90개(칼라-레드)
금액(원)
13,200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탄소나노튜브
연결핀120개,연결판180개(칼라-레드)
26,40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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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조모형
MRS 42078 .............................................. 77,000원

화학

원소주기율표
MRS 42077 .............................................. 77,000원

화학

2018~2019

분자구조만들기 키트
MRS 42081
분자구조 모형 조립세트를 구입 후 분단별 또는 개인별 교육시(조립시) 한 종류의 분자 결합을 여러 개 할 수 없는 불편을 덜어 주고, 비용 부담을 줄
여 주기 위해 분자별로 키트화 하여 제품을 구성하였습니다.

물분자(H2O) 만들기 5인용

구성

9,900원

산소(적색 5개), 수소(흰색 10개),
중간고리 10개

메탄(CH4) 만들기 5인용

16,500원

이산화탄소(CO2) 만들기 5인용

구성

14,300원

탄소(흑색 5개), 산소(적색 10개),
긴고리 20개

과산화수소(H2O2) 만들기 5인용

14,300원

암모니아(NH3) 만들기 5인용

구성

13,200원

질소(청색 5개), 수소(흰색 15개),
중간고리 15개

황산(H2SO4) 만들기 5인용

30,800원

화학
구성

탄소(흑색 5개), 수소(흰색 20개),
중간고리 20개

탄산(H2CO3) 만들기 5인용

22,000원

구성

산소(적색 10개), 수소(흰색 10개),
중간고리 15개

에틸렌(C2H4) 만들기 5인용

24,200원

구성

황(노랑 5개), 수소(흰색 10개),
산소(적색 20개), 중간고리 20개

에탄올(C2H5OH) 만들기 5인용

39,600원

분자•원자
구성

탄소(흑색 5개), 산소(적색 15개), 수소(흰색
10개), 중간고리 20개, 긴고리 10개

메탄올(CH3OH) 만들기 5인용

구성

탄소(흑색 5개), 수소(흰색 20개),
산소(적색 5개), 중간고리 25개

부탄(C4H10) 만들기 5인용

구성

307

22,000원

49,500원

탄소(흑색 20개), 수소(흰색 50개),
중간고리 65개

구성

탄소(흑색 10개), 수소(흰색 20개),
중간고리 20개, 긴고리 10개

아세트산(CH3COOH) 만들기 5인용

구성

탄소(흑색 10개), 산소(적색 10개), 수소(흰색
20개), 중간고리 30개, 긴고리 10개

프로판(C3H8) 만들기 5인용

구성

33,000원

46,200원

탄소(흑색 15개), 수소(흰색 40개),
중간고리 50개

구성

탄소(흑색 10개), 수소(흰색 30개),
산소(적색 5개), 중간고리 40개

포도당(C6H12O6) 만들기 5인용

구성

탄소(흑색 30개), 산소(적색 30개),
수소(흰색 60개), 중간고리 115개

글리세놀(C3H8O3) 만들기 5인용

구성

99,000원

55,000원

탄소(흑색 15개), 수소(흰색 40개),
산소(적색 15개), 중간고리 15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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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구운반차(다용도 PVC)
MRS 43001 .......... 242,000원

규격

655 x 455 x 800mm

MRS 43002 .......... 440,000원

세정 완료된 각종 유리기구류 건조보관 운반 등 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3단 카트로 바퀴 멈춤 장
치로 자유자재로 이동 고정이 가능합니다.
규격

530 x 370 x 920mm

운반용수레
MRS 43003 .......... 484,000원

실험기구 운반용으로 이용이 간편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운반대 밑에 롤러가 달려 있어
이동 운반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준비와 끝맺음이 좋습니다.
※ 내용물 제외
규격

ㆍ 실험기구 운반용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조
립시 PVC캡으로 고정시킵니다.
ㆍ 운반대 밑에 롤러가 달려 있어 이동운반
및 고정이 편리합니다.
※ 내용물 제외
규격

750 x 450 x 900mm

실험기구운반차(3단 스텐판)
MRS 43005 ...........572,000원

스텐판과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이나
약품에 내구성이 있고 3단으로 구성되어 많
은 양의 실험기구 보관 및 이동이 용이 합니
다.
규격

750 x 450 x 950mm

900 x 500 x 900mm

실험기구운반차(초자.교구겸용)
MRS 43006 ..........990,000원

스텐으로 3단 양쪽 선반을 만들어 직접 또는 바구니에 담아 거치하
여 건조 할 수 있으며 선반과 바구니 사이에 간격이 있어 통풍 및 건
조가 잘되며 물이 아래 선반으로 떨어 지지 않아 초자에 얼룩이 지지
않으며 각층 선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 초자 및 바구니 제외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00 x 500 x 940mm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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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구운반차(3단 스텐망)
MRS 43004 ...........572,000원

화학

PVC사출재질로 견고하며 이동이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3단카트

화학
교구정리대(2단)
MRS 43007 .......... 440,000원

화학

세정한 유리기구의 건조 및 실험기구 운반대
로 폭 넓게 이용 가능합니다.
규격

540 x 350 x 700mm

2018~2019
교구정리대(다용도)
MRS 43008 ..........990,000원

스텐와이어와 파이프로 구성된 제품으로 녹
이나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있으며 가방이
있어서 사용에 편리하며 바퀴가 부착되어 이
동이 용이 합니다.

교구운반대(소형)
MRS 43009 ........... 176,000원

3단 철망형 망분리형 교구운반대입니다.
규격

470 x 370 x 800mm

※포대자루 별매
규격

460 x 910 x 890mm

운반 및 보관

기구운반대(2단 스텐망)
MRS 43010 .......... 550,000원

실험기구운반차(와이어 카트)
MRS 43011 ...........572,000원

기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기 좋으며 Basket은
스텐선으로 제작하여 크기가 불규칙한 물건
을 보관·이동할 때 편리합니다.

S/T Wire와 S/T Pipe로 구성되어 있으며 Basket
부분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많은 양의 실
험기구나 초자가구의 보관에 편리합니다.

규격

750 x 450 x 800mm

규격

750 x 450 x 900mm

초자건조대
MRS 43012 .......... 550,000원

상단은 일반 제품을 놓아두거나 작업을 할
수 있고, 중간단과 아랫단은 초자류 등을 놓
아두기에 적합하게 스텐선으로 만든 건조대
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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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카트(유리기구 건조대)
MRS 43013

<대형>

<중형>

MRS 43014 .......... 770,000원

규격

바구니수

가격(원)

1,200 x 450 x 1,200mm

12

990,000

중형

750 x 450 x 1,500mm

10

880,000

소형

750 x 450 x 900mm

6

715,000

이동식정리대
MRS 43015 ..........................대형 : 770,000원/소형 : 550,000원

<대형>

각종 실험기구 자료 샘플 등의 보관이나 운
반 등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9개의 보관
할 수 있는 바구니 및 4개의 고정 바퀴가 있
어 고정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 제품에 따라 바구니는 변경 가능
규격

<소형>

기구, 기자재의 정리, 보관과 그 밖의 유리기구의 건조대로서 상판은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품에 따라 바구니는 변경 가능
규격
구성

1,150 x 450 x 1,100mm
바구니(大) 9개, 바퀴(멈춤장치),
4개 스테인리스제

규격
구성

750 x 430 x 1,100mm
바구니(大) 6개, 바퀴(멈춤장치),
4개 스테인리스제

1,140 x 440 x 93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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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정리대

분류
대형

화학

본 기기는 슈퍼셀프를 기본으로 개발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만능 이동차로 견고하
고 간단하게 조립 할 수 있습니다.
ㆍ 분해가 가능하며 각종 용도에 맞추어 조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ㆍ 실험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롤러바퀴를 달아 교구 운반, 유리기구 건조
대, 그 외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ㆍ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선반은 상
하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ㆍ 재질은 내구성의 스틸제로 마모방지 애폭시 가공으로 이루어졌으며 물받침대는
SUS로 되어있습니다.

<소형>

화학
회진용 운반대(서랍 1)
MRS 43016 ........... 715,000원

서랍용-1개의 서랍, 2단형
서랍이 있어서 물품 청결 보관이 용이합니다.
규격

2018~2019
회진용 운반대(서랍 2)
MRS 43017

서랍이 있어서 물품 청결 보관이 용이합니다.
구분
A형
B형

750 x 450 x 900mm

화학

2단 카트
MRS 43018 ...........198,000원

이동식 증류수통 거치대
MRS 43019

운반 및 보관

<1구>
S/T판과 S/T Pipe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품에 내구
성이 있어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기동성 있게 이동할 수 있으며, 2단으로 구성
되어 있어 실험기구 보관에 용이합니다.
규격

구분
1구
2구

규격
275 x 275 x 930mm
535 x 275 x 930mm

가격(원)
726,000
792,000

이동식알콜보관좌대
MRS 43020 .......... 220,000원

<2구>
가격(원)
330,000
385,000

규격

스테인리스제 이동용 바퀴부착

500 x 400 x 900mm

건조카트(3구)
MRS 43021 .......... 605,000원

건조카트(6구)
MRS 43022 ..........880,000원

드라이 카트
MRS 43023 .......... 550,000원

규격

규격

규격
재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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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750 x 450 x 900mm, 2단형, 2개 서랍
750 x 450 x 900mm, 3단형, 2개 서랍

450 x 450 x 970mm
스테인리스재질, 바구니 3개,
물받침대 1개, 상판 1대

구성

870 x 450 x 1,000mm
스테인리스재질, 바구니 6개,
물받침대 2개, 상판1대

750 x 470 x 935mm
스테인리스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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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솔 정리대

행거스탠드
MRS 43025 ..........880,000원

MRS 43024

규격
2단(소형) Ø330 x 550mm
1단(대형) Ø490 x 600mm

가격(원)
66,000
77,000

유리기구의 건조와 정리를 하는 이동식 선반으로 윗쪽은 행거가
붙어 비이커 등을 걸 수 있고, 선반은 PVC 격자로 만들어져서
플라스크, 실린더 등을 걸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구성

720 x 500 x 1,435mm
건조칸막이-2단 격자 방식, 물받침 부착
건조대(수직형)-행거 30개 부착, 바퀴(멈춤장치)
4개, PVC제 선반, 철제 지주, ST제

건조저장고

각종 유리기구의 정리 보관에 편리하며 대형의 랙
으로 수납기구의 크기에 따라 바구니의 간격을 자
유 자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구니는 슬라이드
식으로 내용품을 넣은 상태에서 넣고 빼고 또는 이
동이 가능합니다.
규격

1,000 x 482 x 1,850mm,
스테인리스제

운반 및 보관

유리기구 건조대
MRS 43028

MRS 43027

<A형>

<B형>

각종 유리기구의 정리보관 및 건조용으로 비
닐 커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의 먼
지를 차단할 수 있어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
습니다.
구분
A형
B형

각종 실험기구 및 유리기구 등의 정리보관이 편
리합니다. 바구니는 슬라이드식으로 내용품을
넣은 상태에서 넣고 뺄 수 있으며 비닐 커튼이
부착되어 외부에서의 먼지를 차단할 수 있어 청
결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규격
800 x 510 x 1,600mm, 스테인리스제
800 x 510 x1,600mm, 스테인리스제, 바구니

가격(원)
891,000
924,000

초자를 사용하고 세척한 후 건조시키는데 적합한 기구로서 유리기구 종류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조립할때는 볼트, 너트를 사용
하지 않고 조립할 수 있으며 롤러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스테인
리스로 제작되어 변질되지 않습니다. ※ 초자는 별도 판매
분류

규격
가격(원)
800 x 300 x 1,100mm, 스테인리스제,
660,000
A형
건조망 3개, 물받이 1개
600 x 300 x 1,100mm, 스테인리스제,
495,000
B형
건조망 3개, 물받이 1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회전식으로 각종 솔을 정리하기에 편리합니
다. 2단으로 구성되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
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대형 유리기구 건조대
MRS 43026 .......1,320,000원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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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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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대(탁상용)

건조대 벽걸이형
MRS 43032 ........................................... 220,000원

MRS 43031
와이어표면에 폴리에칠
렌 코팅으로 내화학 및
유기용매 사용시에도
적합합니다. 실린더, 비
이커, 삼각플라스크 등
을 용량별로 건조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공간을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면 및 양면 두 종류가
있으며 바닥에는 물받
이가 있어 사용시 편리
합니다.
분류

규격

가격(원)

단면

230 x 430 x 500mm

132,000

양면

420 x 480 x 500mm

198,000

화학

건조대(스텐레스)
MRS 43033 ............................................. 1,210,000원

운반 및 보관

플라스크나 비이커 등 유리기구를 건조하거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선반은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유리기구(플라스크나 비이커
등)를 걸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600 x 800mm

간이건조대
MRS 43034 .............................................. 44,000원

플라스틱 물받이가 있어 건조 및 보관에 편리합니다.
규격

450 x 380mm

900 x 320 x 700mm

시험관대(목제)

시험관대(스텐)

MRS 43036

MRS 43037

시험관을 건조, 진열할 때 사용합니다.
규격
6구, 30mm 시험관 전용
6구, 목제
12구, 목제
16구, 목제
20구, 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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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가격(원)
15,400
13,200
15,400
16,500
19,800

시험관을 보관, 건조, 지지할 때 사용합니다.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녹
이 슬거나, 부식의 염려가 없습니다.
규격
15mm, 40구
15mm, 50구
18mm, 40구
18mm, 50구

가격(원)
25,300
26,400
26,400
28,600

규격
21mm, 40구
21mm, 50구
24mm, 40구
24mm, 50구

가격(원)
28,600
33,000
36,300
38,5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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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대(원형 PP)
MRS 43038 .............................................. 24,200원

규격

칼라시험관대(PP)
MRS 45147

원형 시험관대(받침 :
Ø200mm,
상부 Ø120mm),
시험관 건조용 수직봉
16개, Ø25mm x4,
Ø18mm x 8

5가지 색상이 있어 실험 시 시험관의 구분이 용이하며 시험관의 보관시 에도 편리합니다.
규격
A형(직사형)
B형(큐브형)

알루미늄 시험관대

크기
175 x 52 x 95mm
108 x 113 x 113mm

가격(원)
13,200
19,800

MRS 43040

안정성이 뛰어난 폴리프로
필렌 시험관대입니다.
규격

Ø25mm x 2,
Ø16mm x 4,
시험관 건조용
수지봉 6개

운반 및 보관

투내연성과 내약품성이 뛰어난 알루미늄판으로 제작된 시험관대입니다.
구분
A형
B형
C형
D형

규격
12mm 36구
15mm 36구
18mm 36구
24mm 36구

가격(원)
17,600
19,800
22,000
24,200

투명시험관대
MRS 43042 ............................................... 13,200원

가열용 시험관대
MRS 43035 .............................................. 44,000원
ㆍ 시험관을 500㎖ 비커에 설치
해서 중탕 가열을 할 때 사용
합니다.
ㆍ 비커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실험용 가열기구 등에 병행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재질

100 x 110mm, 비커
500㎖에 사용. 18mm
시험관 3개 사용가능
스테인리스

투명아크릴제로 보다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 제품입니다.
규격

화학

시험관대 6구(폴리)
MRS 43041 ................................................. 4,400원

Ø21mm 용 x 12, 건조봉 x 12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314

화학

2018~2019

시험관건조대
MRS 43044 	������������������������������������������������������������������������������������������������������������������������������������������������ 88,000원
[사용방법]
ㆍ 시험관건조대와 시험관보관대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실험시 스포이드와 유리막대(온도계 등)를 꽂아놓고 사용하므로서 실험
대 위에 스포이드와 유리막대가 굴러다니지 않아 실험이 용이합니다.
ㆍ 실험시 실험대 위에 놓고 사용하며 사용후 바로 보관과 건조가 가능하
여 수업준비가 용이합니다.
ㆍ 시험관보관 및 건조 용량 : 12-24mm 시험관 45개 보관 및 건조가 가능
합니다.
ㆍ 스포이드 및 유리막대 보관 및 건조 : 20개까지 보관 및 건조가 가능합
니다.
규격
재질

화학

건조시험관대
MRS 43045 ........................................ 각 13,200원

운반 및 보관

조립시험관 건조와 보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용도 제품입니다.
규격

Ø13mm x 80 건조봉 102, Ø15mm x 50구 66

시험관대 8구
MRS 43047 ..............13,200원

시험관 Ø24mm에서 Ø15mm까지 보관 가능하
며 좁은 공간에서의 보관과 이동시 부피와 무게
를 줄여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규격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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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x 60 x 80mm
스테인리스제

295 x 160 x 130mm
상단(시험관보관대겸 거치대)-스텐제 하단(물받이)아크릴제

조립식시험관대
MRS 43046 .......................................... 각 8,800원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과 보관이 편리합니다.
규격

Ø13mm용 x 90구, Ø18mm용 x 60구,
Ø24mm용 x 24구, Ø30mm용 x 21구

시험관대 (투명 6구 6핀)
MRS 43048 ..............16,500원

투명 ABS 수지로 되어있어 용액을 잘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6구 6핀

시험관망(스텐)
MRS 43049

규격
15 x 15㎝
18 x 18㎝
20 x 20㎝

가격(원)
39,600
44,000
48,4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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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대 6구(칼라)
MRS 43050 ............. 22,000원

시험관을 보관·건조·진열할 때사용합니다.
규격

230×70㎜ / 120×50㎜

규격

370×86㎜ / 120×70㎜

규격

규격

310×75×100㎜, Ø22㎜×18구

규격

230×80㎜ / 120×70㎜

멀티시험관대 8구
MRS 43054 ............. 22,000원

멀티시험관대 12구
MRS 43055 ............. 22,000원

새롭게 디자인된 칼라 ABS아크릴로 제작된
시험관대. 시험관을 꽂을 때 파손방지를 위하
여 EV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칼라 ABS아크릴로 제작된
시험관대. 시험관을꽂을 때 파손방지를 위하
여 EV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규격

멀티시험관대 18구
MRS 43056 ............. 22,000원

230×80㎜ / 120×70㎜

시험관을 보관·건조·진열할 때사용합니다.

310×75×100㎜, Ø30㎜×8구

규격

310×75×100㎜, Ø24㎜×12구

멀티시험관대 20구
MRS 43057 ............. 22,000원

바이알병대(고급형)
MRS 43058 ..............19,800원

새롭게 디자인된 칼라 ABS아크릴로 제작된
시험관대. 시험관을 꽂을 때 파손방지를 위하
여 EV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칼라 ABS아크릴로 제작된
바이알병대. 바이알병을 꽂을 때 파손방지를
위하여 EV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규격

310×75×100㎜,…Ø18㎜×20구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10×75×40㎜, Ø31㎜×8구,
바이알병 30㎖용 (바이알병 별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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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을 보관·건조·진열할 때사용합니다.

시험관을 보관·건조·진열할 때사용합니다.

시험관대 16구(칼라)
MRS 43052 ............. 25,300원

화학

시험관대 20구(칼라)
MRS 43053 ............. 28,600원

시험관대 12구(칼라)
MRS 43051 ............. 24,200원

화학

2018~2019

바이알 보관케이스
MRS 46034 ........................................ 각 19,800원

유리처럼 투명도를 가지는 PC재질로 만들어져 투명하며 충격에도 강합니다.
80˚C이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Cryo Vial 및 Micro tube 보관에 적합합니다.
※색상선택가능
용도
규격

바이알병랙(바이알병대)
MRS 43060

바이알병 전용으로 만들어진 높이가 낮은 랙입니다.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녹
이나 부식이 잘 되지 않으며, 증기멸균이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0.5ml~2ml용
50홀(145 X 75 X 54mm)

구분
Ø30mm x 50홀(20~50㎖용)
Ø30mm x 40홀(20~50㎖용)

화학

바이알병보관대(목제)
MRS 43061 ..............16,500원

운반 및 보관

10㎖~50㎖까지의 바이알병을 사용할 수 있
는 받침대입니다.
규격

스크류캡 바이알병 보관용입니다.

가격(원)
44,000
39,600

바이알병대(아크릴제)
MRS 43063 ..............19,800원

스크류캡 바이알병 보관용입니다.

목제, 8구, 구멍크기 Ø31mm

플라스틱 바이알랙
MRS 43059 ........ 각 12,100원

바이알용으로 만들어진 높이가 낮은 랙입니다. 폴리프로
필렌 재질로 만들어 증기멸균이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하
며, 가벼워 이동이 편리합니다. 포개어 쌓을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가격에 내산, 내알카리 용매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간편한 조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규격
248 x 106 x 45mm
13mm 90홀, 16mm 60홀,
20mm 40홀, 24mm 24홀,
구성
30mm 21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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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알병대(스텐제)
MRS 43062 .............. 17,600원

규격
345 x 175 x 67mm,
스테인리스강
280 x 175 x 67mm,
스테인리스강

스포이드병 보관대
MRS 43064 .............. 18,700원

스포이드병 보관용입니다.
구분
구성

규격
20㎖(5구) + 30㎖(5구)

스포이드 보관대(목제)
MRS 43065 ..............16,500원

규격
구성

210 x 90 x 180mm
10㎖ 5구, 5㎖ 5구,
2㎖ 5구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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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대기대

깔대기대(스텐제)

MRS 43066

MRS 43067

깔대기를 안정성 있게 받쳐(고정)주는 장치로 목제+금속으로 제작되었
고, 밑판과 지주, 깔대기 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
2본용, 300 x 100 x 400mm
4본용, 298 x 227 x 398mm
6본용, 448 x 227 x 398mm

가격(원)
22,000
44,000
55,000

규격

가격(원)

6구
12구

88,000
132,000

깔대기 스탠드
MRS 43069 ............................................. 44,000원

규격

상부Ø60mm,
하부Ø160mm

높이조절
가능 범위

180~300mm

깔대기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며 녹이 생기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
능합니다.
규격

240×300mm

분별깔대기대
MRS 43068 ..............................................39,600원

스텐 원심관랙
MRS 43071

분별깔대기를 실
험할 때 받쳐주는
기구입니다.
규격

2구 목재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와 50㎖ 원심튜브 사용
을 위해 제작된 전용랙 입니
다. 쉬운 이동을 위해 부피
를 최소화 하였으며 원심관
끼리 겹치는 상호 간섭을 없
애기 위해 튜브간격을 조절
한 랙입니다.
규격

가격(원)

8홀(50㎖용)

22,000

16홀(50㎖용)
18홀(15㎖용)

27,500
24,20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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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좁은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편
리한 깔대기 스탠드입니다.
ㆍ 비커 크기에 맞춰서 지주높이
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ㆍ 50㎖~2,000㎖까지의 비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깔대기대(PVC, 신형)
MRS 43122 ...............................................18,700원

깔대기를 안정성 있게 받쳐(고정)주는 장치로 스텐인리스로 제작되었
고, 밑판과 지주, 깔대기 걸이로 되어 있습니다.

화학
세척병운반대
MRS 43081 ............. 77,000원

2018~2019
피펫대(목제)
MRS 43073 .............44,000원

피펫대(PP)
MRS 43077 .............33,000원
고밀도 폴리프로필
렌 제품으로 세로
로 28개까지 보관
할 수 있습니다. 받
침대가 넓고 무거워
안정되며,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피펫을 보관하거나
건조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Ø150 x 150
x 400mm
16구(대8구,
소8구)회전,
상하조절장
치부

규격

Ø235 x
450mm

세척병 보관 및 운반에 편리한 기구입니다.
규격
재질

직경 7.5㎝, 500㎖용, 6홀
스테인리스

화학

피펫스탠드
MRS 43074 ............................................ 121,000원

운반 및 보관

스테인리스선의 특징을 살린 피펫 스탠드로 상하 2단으로 피펫을 놓는
것이 가능하며 밑판은 망이 붙어 있어 물 빠짐이 빠릅니다.
규격

투명피펫대
MRS 43075 ..............................................39,600원

투명 아크릴제 보다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규격

Ø15mm x 7, 수평보관 7개

150 x 150 x 150mm

피펫받침대
MRS 43076 ..............................................22,000원

피펫스탠드(회전형)
MRS 74052 ..............................................38,500원
조립식 대용량
회전형 피펫 스탠드.
2단 로터리 플레이트로
손쉽게 세척이 가능합니
다.
사양
재질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각 면에 수평으로 6개씩 보관할 수 있
습니다.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으며 보관과 분리가 편리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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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4홀
(Ø11&14mm)
pp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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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바닥플라스크스탠드(스텐제)
MRS 43078 ............. 24,200원

둥근바닥 플라스크 받침대(PVC)
MRS 43079 ..............13,200원

다용도건조대
MRS 43082 ........... 110,000원

둥근 바닥 플라스크 스탠드로써 50㎖에서 1
ℓ 플라스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0㎖의 메스 실린더 12개를 보관할 수
있으며 내경 Ø11mm 이상의 시험관 등도 이
용이 가능합니다.(메스실린더 별매)

둥근 바닥플라스크
스탠드로서 50㎖에
서 1ℓ 플라스크까
지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규격
재질

Ø135 x
105mm
스테인리스

규격

17 x 5cm

메스실린더를 세정 후에 물빠짐 건조 등 보관
용으로 편리합니다.

핀셋 및 약수저를 꽂아놓고 보관하는 보관대
입니다. 하단에는 구멍이 뚫려있어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
재질

240 x 350 x 330mm
스테인리스

비이커운반대

158 x 85 x 120mm

페트리접시보관대
MRS 43088 .............99,000원

MRS 43087

스테인리스 재질로 비커보관 및 손잡이가 부착되어 운반시 편리합니다.

규격
100㎖, 6개보관
250㎖, 6개보관
500㎖, 6개보관

규격

가격(원)
99,000
121,000
132,000

투명 아크릴과 흰 폴리카보네이트 기둥으로 만들어
졌으며, 90mm 페트리접시 60개를 보관할 수 있습니
다. 모든 방향에서 배양 과정의 관찰이 용이합니다.
규격

285 x 202 x 200mm

샬레운반대
MRS 43086

스테인리스 재질로 샬레를 보관할 때 편리하며
운반이 편리하도록 손잡이를 부착하였습니다.
구분
규격
A형 샬레 Ø90mm, 40개보관
B형 샬레 Ø120mm 40개보관

가격(원)
55,000
66,000

원심관랙(PP)
MRS 43089

규격
15ml
50ml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명
25개 거치가능
25개 거치가능

가격(원)
5,500
7,70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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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약수저 보관대
MRS 43084 .............55,000원

화학

메스실린더 건조대
MRS 43083 ............121,000원

화학
바구니(초자함용)

간지(간살)

MRS 43090

자료 바구니

MRS 43091

시중의 바구니보다 두껍고 견고하며 경사면을 최소화하여
많은 과학기 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바닥접지면 높이
가 같고 무게에도 바닥면이 처지지 않고 일정합니다.
구분

2018~2019

MRS 43093

PP제품으로 부드럽고 두께가 두꺼워 조립 후 견고합니
다. 누구나 손쉽게 규격 및 크기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좌ㆍ우 2개 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

가격(원)

구분

규격

가격(원)

A형

480ⅹ380ⅹ110㎜

개당 8,800

A형

2개 1조

1,980

B형

400ⅹ300ⅹ110㎜

개당 7,700

B형

2개 1조

1,650

화학

증류수통

폐수통

운반 및 보관
마개포함, 폴리에틸렌 수지제
규격
10ℓ
20ℓ

가격(원)
49,500
55,000

모래상자
MRS 43098 ............... 9,900원

실험 후 사용한 약품을 폐기 전 잠시 보관하
는데 용이합니다. 이중 잠금뚜껑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규격

가격(원)
6,600
8,800

사각쟁반

MRS 43095 ....... 각 22,000원

MRS 43094

규격
300 x 400 x 100mm, 합성수지제
350 x 500 x 150mm, 합성수지제

청색 20ℓ, 백색 20ℓ

MRS 43096

물체를 분리할 때 받침통으로 사용합니다.
종류

크기

가격

일반형

270×270×30mm

6,600원

엠보싱

320×420×25mm

15,400원

바구니(미니상자)
MRS 43099

교실이나 과학실에서 교재, 교구를 정리 보관하는데 용이합니다.

화산폭발실험이나 알콜램프 사용시 화재방지
용으로 사용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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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x 250 x 60mm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규격
220 x 150 x 6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280 x 210 x 7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A4용 - 340 x 270 x 9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B4용 - 400 x 335 x 110mm(빨강, 파랑, 노랑, 녹색 중 선택
A3용 - 460 x 360 x 110mm(노랑)

가격(원)
3,300
5,500
6,600
9,900
16,5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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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지지대+지주)

철제 스탠드 세트
MRS 43101 ............................................. 44,000원

MRS 43100

※ 밑판에 자석부착이 가능합니다.
구분
A형

B형

규격

가격(원)
30,800

지지대
지주
클램프

26,400

링

150 x 200 x 20mm
Ø12 x 600mm, 연강제, 크롬도금
홀더포함
Ø50, 70, 90mm, 3종 1조, 홀더포함

철제스탠드세트(철제스탠드보드판세트)
MRS 74053 ........................................... 198,000원

실험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다목적
종합지지대로서 지지대 위치 조절
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철제스탠드에서 진화한 보드판 위에
다양한 실험을 안전하게 할수있게 제작되었다.
보드판은 두꺼운 철판에 삼발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자석과 고무발을 부착하였다. 또한, 안전
알콜램프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였다. 알콜과
뜨거운 물이 흘러도 사각울타리가 있어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

지지대
지주
클램프
링

320 x 320 x 40mm,
철제, 분체도장
Ø12 x 800mm, 연강제,
크롬도금
스프링식 1개(홀더포함),
나사 조절식 1개(홀더
포함)
Ø50, 70, 90mm, 3종
1조, 홀더(1개) 포함

철제스탠드
보드판
지 주(B)
클램프
링
물체고정용
막대(A)
별매품

링

단진자, 단진동 실험

삼발이와 알콜램프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세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링클램프

MRS 43104 ................3,300원

MRS 43103 .............. 11,000원

링 또는 클램프를 스탠드에 끼워 사용시 이용
되는 기구입니다.

스탠드와 같이 사용하기 위한 실험보조기구
입니다.
규격
구성

Ø6×420mm
진자용C Ø12×1200mm : 27,500원

실험예

도르레 실험

사각홀더

445×295×75mm, 무게 3㎏
Ø12×500mm, 연강제 크롬도금 2개
홀더포함
Ø50mm, Ø70mm, Ø90mm 3종
1조 홀더(1개) 포함

MRS 43106

Ø50, 70, 90mm
3종 1조, 홀더 1개 포함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Ø90mm
Ø70mm
Ø50mm

가격(원)
7,700
7,700
7,70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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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및 보관

H형 철제스탠드
MRS 43102 .............................................. 77,000원

화학

지지대 : 주철제,
150 x 200 x 20mm
지주 : 연강제, Ø12 x 800mm
지지대 : 주철제,
150 x 200 x 20mm
지주 : 연강제, Ø12 x 600mm

실험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지지대입니다.
※ 밑판에 자석부착이 가능합니다.

화학

2018~2019

클램프(나사식)
MRS 43107 ................................................ 8,800원

만능 클램프
MRS 43113 .............................................. 14,300원

스탠드와 같이 사용하며 시험관, 플라스크 등 실험 기구를 적당한 위치
에 고정시켜주는 보조실험기구입니다.
사용범위
구성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게 멀티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Ø15~40mm
나사조임식, 홀더 포함

규격

70 x 20mm

클램프 D형
MRS 43110 .............................................. 15,400원

스탠드와 같이 사용하며 시험관, 플라스크 등 실험기구를 적당한 위치
에 고정시켜 주는 실험보조기구입니다.

스탠드와 같이 사용하며 시험관, 플라스크 등 실험기구를 적당한 위치
에 고정시켜 주는 실험보조기구입니다.

화학

클램프 C형
MRS 43109 .............................................. 15,400원

규격

나사 조임식, 홀더 부착형

규격

운반 및 보관

클램프 E형
MRS 43111 .............................................. 15,400원

스탠드와 같이 사용하며 시험관, 플라스크 등 실험기구를 적당한 위치
에 고정시켜 주는 실험 보조기구입니다.
규격

나사조임식, 3P 홀더 부착형

클램프 F형
MRS 43112 ...............................................13,200원

스탠드와 같이 사용하기 위한 실험 보조기구입니다.

나사 조임식, 온도계 및 유리 막대용

클램프(자바라식)
MRS 74054 	������������������������������������������������������������������������������������������������������������������������������������������ 각 44,000원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위치에서 고
정이 가능한 클램프
규격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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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60 x 36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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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렛클램프
MRS 43114 ...............................................17,600원

클램프홀더
MRS 43115 ................................................. 7,700원

스탠드에 장치하여 뷰렛이나 유리관 등의 고정(수직고정)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탈부착이 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부착 가능한 봉의 두께는
19mm이며, 90° 각도로만 고정됩니다.

규격

사용범위 3~18mm, 2본용

규격

max grip 19mm

3P 클램프

체인클램프

직결클램프

MRS 43116

MRS 43117

MRS 43118

화학

<A형>

<B형>

규격
대 (80mm)
중 (60mm)
소 (30mm)

가격(원)
17,600
16,500
15,400

C형 클램프
MRS 43119 ............. 26,400원

일반적인 클램프로는 잡을 수 없는 불규칙한 물품이나
직경사이즈가 큰 물품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체인길
이를 조절하여 물품을 고정시킵니다. 그립부분은 비닐
코팅 처리하여 미끄럼이 방지됩니다.
규격
Max Grip(165mm)
Max Grip(280mm)

가격(원)
39,600
49,500

각도조절홀더
MRS 43120 ............. 46,200원

제품의 특징은 일반적인 클램프와 동일한 사
양이며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
램프 홀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보
다 효율적이며 360° 회전이 가능합니다.
규격
A형 : 3P직결
B형 : 2P직결

핀치콕크/핀치클램프
MRS 43121

<A형>
실험기구, 공구 등의 고정에 쓰이며 주철강으
로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50, 75, 100mm 3종 1조

일반적으로 각도가 90°로 고정된 홀더와는 달
리 각도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조
절할 수 있는 홀더입니다.
규격

Ø13mm

가격(원)
24,200
22,000

<B형>

기체나 액체가 흐르고 있는 고무관이나 비닐
관을 급속히 개폐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A형 나사식(핀치클램프)
B형 스프링식(핀치콕크)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원)
4,840
1,98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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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기구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그립부분은 비닐코팅을 하였습니
다.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물품을 잡아 고정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그립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학

2018~2019

안전 삼발이(다목적 고급형)
MRS 74055 	���������������������������������������������������������������������������������������������������������������������������������������������� 132,000원
<사용예>

ㆍ 슬라이드식 선반이 있어 알콜램프의 점화 및
소화가 용이합니다.
ㆍ 세라믹망을 거치하기 용이하게 아였고, 가열
대상이 삼발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ㆍ 다양한 크기 모양의 가열 대상을 안전하게 고
정할 수 있습니다.
ㆍ 기술 특허 제품으로 특허 제10-1531464호
ㆍ 본제품에는 세라믹망, 봉, 알콜램프등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

안전삼발이(기어조절식)
MRS 44001 	�������������������������������������������������������������������������������������������������������������������������������������������������77,000원
[사용방법]
기어를 조절하여 불꽃의 길이를 조절하며 세라믹망을 클립에 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가열기구

[특징]
ㆍ 세라믹망 고정클립-세라믹망을 고정시켜 실험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ㆍ 높낮이 조절 나사-상단 재물대의 높낮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견고하게 지탱해 줍니다.
ㆍ 알콜램프 받침대-미끄럼 방지 재질 적용으로 안전한 실험을 보장합니다.
ㆍ 알콜램프 받침대 높낮이 조절 기어-실험중에도 알콜램프의 높낮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절
할 수 있으며, 동작이 부드럽고 견고합니다.
ㆍ 몸체 및 바닥-고강도·고중량 스테인리스 재질로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미끄럼방지재질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한 실험을 보장합니다.
ㆍ 실험대상판을 보호 할 수 있게 바닥에 미끄럼방지 재질을 사용하였습니다.
ㆍ 실용신안번호 : 제20(실용-2002-0021716)
ㆍ 의장등록번호 : 제30(의장-2002-002001)
규격

120 x 120 x 120mm

삼발이(고정식)
MRS 44003 ................4,950원

삼발이(열차단)
MRS 44004 ..............14,300원

삼발이(조절식)
MRS 44005 ..............13,200원

알콜램프로 열을 가할 때 안전하게 시료를 받
쳐주는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중간 부분에 열차단장치를 하여 알콜램프를 꺼
낼때 손등에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는 안전삼발이로 알
콜램프 상하조절버튼 레버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알콜램프로 열을 가할 때 안전하게 시료를 받
쳐줍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규격

Ø160 x 110mm

규격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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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15 x 150mm
다이캐스팅제, 열차단 안전삼발이

규격

Ø115 x 15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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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발이(접이식)
MRS 44002 ................ 7,700원

<접었을 경우>

<펼쳤을 경우>

알콜램프로 열을 가할 때 안전하게 시료를 받
쳐주는 지지대입니다.
규격

삼발이(안전형)
MRS 44007 .............. 11,000원

열전도 삼발이
MRS 44008 .............. 11,000원

안정적인 크기의 삼발이로 알콜램프를 안전
하게 받치고 실험 할 수 있습니다.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정도가 물질마다 어
떻게 다른지 쉽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있어 구리판이 가열되어 늘어
지는 것을 지탱해 줍니다.

규격

140 x 130 x 120mm

Ø150 x 120mm

MRS 44009
특허출원

안전삼발이(스테인리스)
MRS 44023 .............44,000원

MRS 44010
특허출원

삼발이 다리에 네오디늄 자석과 고무판을 부착하
여 외력에 삼발이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며 품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구분
규격
가격(원)
C형(마그네틱) Ø135 x 150mm, 고정식 19,800
D형(흡착 고무판) Ø135 x 150mm, 고정식 19,800

가열기구

삼발이 다리에 네오디늄 자석와 고무판을 부착하여 외력에 삼발이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며 알콜램프가 빠지지 않도록 알콜램프를 넣
는 곳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검증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구분
규격
가격(원)
A형(마그네틱) Ø135 x 180mm
33,000
B형(흡착 고무판) Ø135 x 180mm
33,000

마그네틱 삼발이

유리판 2×20cm, 구리판 2×20cm
열전도 삼발이, 유리판, 구리판

화학

마그네틱 안전삼발이(대형)

규격
구성

규격

Ø130 x 160㎜(알콜램프 별매)

알콜램프안전장치대
MRS 44020 	������������������������������������������������������������������������������������������������������������������������������������������������ 36,300원
①

②

획기적으로 개량된 안전하고 편리한 4각형 받침대와 램프의 열조절은 원
형기어로 상하 25mm의 높이가 임의로 조절되며 열조절이 안전하고 받침
대는 10kg까지도 안전하게 조절이 됩니다.
[특징]
ㆍ 원형기어식으로 조절이 편리하고 안전함. 높이가 25mm 상하로 움직여
효과적으로 열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ㆍ 각종 알콜램프는 고정기로 고정되어 대/소 램프를 편리하고 안정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품
규격

알콜램프 받침대 1개, 가열망 받침대 1개
Ø100 x 7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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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램프(유리)
MRS 44011 ................ 3,740원

알콜램프(스텐심지식)
MRS 44012 ..............19,800원

알콜램프(스텐기화식)
MRS 44013 ..............19,800원

[안전한 사용법]
사용 후 뚜껑을 덮을 때 한번에 덮습니다. 다
시 뚜껑을 열면 메틸알콜증기가 올라와 호흡
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이중잠금장치로 심지부분의 뚜껑과 전체부분
의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콜의 기화를 이용해서 점화하는 방법입니
다.

규격

규격

Ø85 x 70mm, 100㎖

규격

Ø85 x 70mm, 120㎖

150㎖

화학

손잡이 알콜램프
MRS 44018 ............... 9,900원

알콜주입용 안전덮개
MRS 44016 ............. 24,200원

손잡이가 있으므로 이동이 쉽고 원형 바람막
이가 있어서 화력이 안정적으로 뛰어납니다.

손잡이가 있어 삼발이에서 알콜램프를 내려
놓을 때에도 삼발이 다리에 손이 닿는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좀 더 안전한 실험 수업을 위하여 개발하였던
손잡이 알콜램프에 이어 출시된 알콜주입용
안전덮개

가열기구

손잡이 알콜램프(안전형)
MRS 44017 ............. 26,400원

규격

120㎖

규격

알콜램프(스텐제) 신형
..................38,500원
MRS 44019

케이스가 있어서 보관이 용이합니
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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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제, 안전램프 파이프,
압력분사식, 용량:120㎖

Ø85 x 80mm

알콜램프 심지
.................... 2,200원
MRS 44024

규격

1m

규격

95 x 35 x 40mm(10개입)

알콜램프 애자
.................... 1,430원
MRS 44025

알콜램프 뚜껑
.................... 1,430원
MRS 44026

알콜램프(유리)에 사용되는 부속
품입니다.

알콜램프(유리)에 사용되는 부속
품입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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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버너(조절식)
MRS 44027 .............55,000원

가스버너(착탈식)
MRS 44028 .............33,000원

가스버너(고정식)
MRS 44029 .............44,000원

고정대의 높이조절이 가능하며 자동점화 스
위치가 부착되어 불꽃조절이 가능합니다.
※ 가스별매

고정대의 홈에 끼워서 사용 가능합니다. 불꽃
조절이 가능합니다.
※ 가스별매

바닥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 안정적이며 공기
량 조절장치부가 별도제작되어 있습니다.

규격

180 x 80 x 85mm

규격

규격

110 x 150mm

130 x 100 x 75mm

실험용 가열기구(스테인리스 안전망)
MRS 44032 ............. 79,200원

Ø205mm 크기와 3개의 받침대로 안정감이
있고, 가스를 부착하지 않고 짧은 충전(약 1
분) 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력 조절
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리 제공이나 실험시 가열기구로
사용합니다. 부탄가스를 사용하며 불꽃세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휴대용 가스렌지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알콜
램프보다 안전성과 가열시간의 단축화로 더
효율적입니다.

가열기구

가스버너(접이식)
MRS 44031 ............. 48,400원

화학

가스버너(충전식)
MRS 44030 .............88,000원

규격

가스렌지(휴대용)
MRS 44033 .............33,000원

가정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버너입니다.
규격

규격

350 x 280 x 120mm

Ø205 x 85mm, 1300㎉/h, 500g,
스테인리스 재질

350 x 280 x 120mm

핫플레이트
MRS 44035 .............66,000원

고효율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열기구
입니다.
규격

가스토치(터보형)
MRS 44055 ............. 39,600원

규격

150mm

220V, 1KW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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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양초 받침대(5개입)
MRS 44036 ............... 6,600원

규격

Ø4cm, 5개 1조

2018~2019
양초 받침대(착탈식)
MRS 44037 ................2,860원

양초의 구멍이 없어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
다. 여러 가지 실험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
능합니다.
규격

연소실험(산화 또는 연소)에 사용되며 숟가락
에 초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연소 실험(산화 또는 연소)에 사용되며, 양초의 구멍이 없
어도 양초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양초·집기병 별매)

화학

연소숟가락(플라스틱받침)
MRS 44040 ................5,500원

가열기구

초받침 Ø30mm, 길이 250mm,
황동제

삼각석쇠

규격

중탕냄비
MRS 44043 .............55,000원

도가니, 증발접시 등 비교적 작은 용기를 가
열할 때 삼발이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기구
입니다.

약품 등 특수 물질을 저온(100℃이하)으로 천
천히 간접 가열시킬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규격

압전세라믹
MRS 44041 ................3,300원

전기불꽃(스파크)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Ø180mm

세라믹 안전망
MRS 44044 ................3,850원

알콜램프나 버너로 가열시 불꽃이 직접 용기에 닿지 않도록 하
여 고른가열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존 석면망을 대체하여 세라
믹으로 제작되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에 건강을 고려하여 제
작하였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과학 전시관 우수교구 선정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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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Ø50 x 265mm

MRS 44042 ................3,300원

60 x 60 x 60mm, 자기관3개,
철사로 구성

재질

Ø50 x 40mm

연소숟가락(황동제)
MRS 44039 ................3,300원

규격

양초받침대(스텐제)
MRS 44038 ................2,200원

120 x 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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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시험관 집게 스탠드
MRS 44045 	������������������������������������������������������������������������������ 48,400원

시험관집게(목제)
MRS 44046 ................3,300원

시험관을 장시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 열을 사용
하는 실험이나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필요로 하는
실험에서 사용됩니다. 양
쪽 집게를 벌려 시험관을
끼우면 됩니다.

시험관집게(철제)
MRS 44047 ................3,300원

도가니 집게
MRS 44048 ................5,500원

시험관을 개별 이동 또는 가열할 때 사용되며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이커 집게
MRS 44049 ..............15,400원

화학

시험관을 개별 이동 또는 가열할 때 사용되며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열된 도가니를 옮길 때 사용하는 집게입니
다.
규격

200mm 정도, 스테인리스

증발접시 집게
MRS 44051 ..............15,400원

가열된 플라스크를 옮길 때 사용하는 집게입
니다.

가열된 증발접시를 옮길 때 사용하는 집게입
니다.

규격

200mm 정도, 스테인리스

규격

200mm 정도, 스테인리스

규격

증발접시 집게(스프링식)
MRS 44052 ............... 6,600원

가열된 증발접시를 집는 집게입니다.
규격
재질

드라이기
MRS 44057 ............. 22,000원

가스점화기
MRS 44056 ................ 7,700원

200mm 정도, 스테인리스

전체길이 120mm, 집게 폭
0~30mm(증발접시 별매)
스테인리스제

일회용 알미늄디쉬
MRS 44058
액제시료, 분말시료
등의 용기로 사용하
기 적합하며 시료를
오븐에 넣고 가열시
에도 적합합니다.

규격
기능

AC220V/60Hz, 풍속 10m/Sec,
소비전력 800W, 풍온 125°
정지·약·강

알콜램프에 불을 점화시킬 때 사용 할 수 있으며, 점화
기가 알콜램프 심지를 스치듯이 하여 불을 붙입니다.
규격

280mm

구분
A형
B형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Ø57, 높이 11mm, 100개입
Ø70, 높이 15mm, 100개입

가격(원)
24,200
33,00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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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기구

플라스크 집게
MRS 44050 ..............15,400원

가열된 비이커를 옮길 때 사용하는 집게입니
다.

화학

2018~2019

점보가열판(디지털식)

점보가열판(아날로그식)

MRS 44053

MRS 44054

디지털 PID Controller를 장착하여 정확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Digital GLCD 채용(Back- Light) : 설정 온도, 측정 온도, 타이머 값 등 장비의 상태를 표시
STEP MODE 스위치 채용 : 간편하고 효율적인 Setting Locking mode 내장. 최대 100시간까지 설정 가
능한 디지털 타이머 및 예약 동작 내장. 타이머 종료 및 이상 동작 발생 시 알람 기능, 장비 보호를 위한
과열 방지 기능, 과전류 방지 기능, 센서 에러 감지 기능 내장. 플레이트 주변 구조 변경으로 안전성 확보
구분
소형

화학

대형

규격
450x350x145mm, 판사이즈 : 400x300mm,
히터 : 1.5KW, 전원 : 220V/60Hz
650x350x145mm, 판사이즈 : 600x300mm,
히터 : 2KW, 전원 : 220V/60Hz

열판 내에 3% 미만의 온도편차를 실현한 최고의 온도균일도를 실현한
제품입니다. 일정한 가감률에 의한 온도와 속도변화로 좀 더 정교하고
안정된 제어가능, 내화학적 특성을 갖춘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플레이
트 채용. 최고 250℃까지 가열 가능. AC 220V, 50/60Hz 플레이트 주
변 구조변경으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가격(원)

구분

1,100,000

소형

1,210,000

대형

규격
450x350x145mm, 판사이즈 : 400x300mm,
히터 : 1.5KW, 전원 : 220V/60Hz
650x350x145mm, 판사이즈 : 600x300mm,
히터 : 2KW, 전원 : 220V/60Hz

가격(원)
880,000
990,000

시험관 플라스크홀더(2구)
MRS 44060 ............................................. 66,000원

스탠드 자바라로 만들어져 플라스크나 시험관을 집게로 끼우고 높이 조절을 자유
자재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시험관이나 온도계를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스탠드 자바라로 만들어져 플라스크나 시험관을 집게로 끼우고 높이 조절을 자유자재로 움
직이게 만들어져 시험관이나 온도계를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가열기구

시험관 플라스크홀더(1구)
MRS 44059 ............................................. 55,000원

규격

150 x 150 x 500mm

규격

300 x 150 x 500mm

원심분리기(소형)
MRS 74056 	��������������������������������������������������������������������������������������������������������������������������������������������� 3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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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Max. 5,500 rpm, with Certi. & Traceability with Circular
Fixed-Angle Rotor for 6×0.2/0.5/1.5/2.0㎖ Tubes and Strip
Rotor for 2×0.2㎖ PCR 8-tubes Strips/16×0.2㎖ PCR Tubes
미니-마이크로 원심분리기 셋트, 앵글-/스트립-로터 포함,
0.2/0.5㎖ 튜브 아답터 포함

전원

AC 100~240V, 50/60Hz

규격

178X150X109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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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자석식) 1개용
MRS 44065 ............................................132,000원

교반기(자석식) 2개용
MRS 44066 ............................................154,000원

두가지 이상의 혼합물을 신속하게 희석시키는 기구로 액체 속에 마그네틱바를 침전시켜 사용하는
자석식입니다. (DC 콘트롤 속도조절로 안정된 속도가변)
규격
구성

AC 220V 60Hz 15W
마그네틱바 1개 포함

규격
구성

AC 220V 60Hz 15W
마그네틱바 1개 포함

원심 분리기(고급형)
MRS 44068 ........................................... 770,000원

혈액 액체의 희석물을 시험
관에 넣고 고속 회전시켜 침
전분리 시키는 기구입니다.

ㆍ 원심력을 이용하여 섞여있
는 액체와 고체 또는 비중
이 서로 다른 액체 혼합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ㆍ 여과, 농축, 탈수, 정제 따
위에 사용 됩니다.

규격
용량

4,000rpm, AC
200V/50Hz
20㎖x6

구성

멸균솥
MRS 44075 ........................................... 242,000원

증기압을 이용하여 의료기기, 거즈나 탈지면 같은 화학약품, 유리 기구 등을 소독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우수한 침투성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물기가 있는 도구들을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균 소독합니다. 이 기구는 안전하고 성능의 뛰어납니다. 또한 작고
가벼우며 사용법도 간단해 학교 내 의무실과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규격
420 x 380mm, 내부규격 : 150 x 210mm, 용량 5ℓ, 전원 : AC220V

가격(원)
242,000

증류수제조기
MRS 44083 ...........................................660,000원

순수한 물(증류수)을 만드는 장치로서 히터가 설치된 가열수조, 냉각기,
급수조절 밸브 등을 조합하여 제작하였고 오버히팅(과열) 방지 기능이
내장되었습니다. (호스세트 별도 구매)
규격

전원: AC 110/220V 선택, 전력 3Kw, 시간당 증류수 제조량 4ℓ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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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사용전원 AC 220V,
회전수 3,100RPM,
원심력 1.750G
280 x 280 x 255mm

화학

원심 분리기(보급형)
MRS 44069 ...........................................440,000원

화학
항온수조(디지털식)

항온수조(아날로그식)

MRS 44076

화학

A형
B형

규격
355x325x320mm, 히터 : 1.7KW,
파워: 1.7KW, 전원 : 220V/60Hz
530x330x315mm, 히터 : 2KW,
파워: 2KW, 전원 : 220V/60Hz

가격(원)

구분

1,320,000

A형

1,540,000

B형

규격
355x325x320mm, 히터 : 1.7KW,
파워: 1.7KW, 전원 : 220V/60Hz
530x330x315mm, 히터 : 2KW,
파워: 2KW, 전원 : 220V/60Hz

가열기구

<아날로그식>

공업용 시료, 초자기구 등의 세척 후 건조 등 용도가 다양한 건조기입니다.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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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880,000
1,210,000

규격
Ø270 x 130mm, 220V, 1KW, 5A

가격(원)
660,000

Ø270 x 200mm, 220V, 1KW, 5A

770,000

MRS 44079

<전자식>

최고온도(MAX) ℃
온도조절기 표시범위
히터
전원, 전압

수조재질은 스테인리스로 구성되었으며 회
전 농축기용이나 일반 중탕용으로 사용합
니다. 몸체는 철+분체코팅으로 방청효과가
강합니다.

항온기

MRS 44078

사용온도범위/온도정도

MRS 44088

가열판 내에 3% 미만의 온도편차를 실현한
최고의 온도균일도 실현. 일정한 가감률에 의
한 온도와 속도변화로 좀 더 정교하고 안정된
제어 가능, 뚜껑을 닫았을 때 최고 100℃까지
가열 가능합니다.

건조기

Model
내부규격(WxDxH)
외부규격

항온수조(원형)

MRS 44077

디지털 PID Controller를 장착하여 정확한 온도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Digital GLCD 채용(Back- Light) : 설정 온도,
측정 온도, 타이머 값 등 장비의 상태를 표시
STEP MODE 스위치 채용 : 간편하고 효율적인
Setting Locking mode 내장. 최대 100시간까지
설정 가능한 디지털 타이머 및 예약 동작 내장.
타이머 종류 및 이상 동작 발생 시 알람 기능,
장비 보호를 위한 과열 방지 기능, 과전류 방지
기능, 센서 에러 감지 기능 내장.
구분

2018~2019

전자식
아날로그식
400 x 300 x 350mm
400 x 390 x 600mm
실내온도 +5℃~150℃/
실내온도 +5℃
±2℃
~150℃/±5℃
180℃
0~199℃
0~180℃
800W
AC 220V 1∮

1,320,000

1,100,000

시료의 수분제거 및 기구의 건조 등 일정온도로 목적물을 건조시키는데 사용됩
니다. 단열재로 외부와 차단된 금속제 케이스에 전열히터가 장치된 쇼케이스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한 온도 정온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Model
내부규격(WxDxH)
외부규격
사용온도범위/온도정도
최고온도(MAX) ℃
온도조절기 표시범위
히터
전원, 전압

가격(원)

전자식
아날로그식
300 x 300 x 350mm
300 x 400 x 600mm
실내온도 +5℃~60℃/
실내온도 +5℃
±1℃
~60℃/±3℃
60℃
0~99℃
0~110℃
200W
AC 220V 1∮

1,320,000

880,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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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기

그린 폐수 처리장치(SP)
MRS 44084 ........................................1,870,000원

MRS 44081 ....................................... 2,420,000원

각종 화학약품 및 중금속을 함유한 실험폐수는 일반적으로 단일 성분의 원소로 되
어 있지 않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폐수처리기는 화학적중화 및 폐수처리제
를 이용, 흡착>응집>침전 과정을 거처 방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작동이
간편하고 전체 처리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ㆍ 온도의 변화없이 내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중문으로 제작하
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ㆍ 온도 제어는 Digital P.I.D controller를 사용하여 온도 정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ㆍ 높낮이 조절이 간편한 선반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규격
전원

500 x 400 x 800mm
여과포 10장, 배수호스, 폐수처리제, 수산화나트륨, 황산, 고분자 응집제

350 x 400 x 350mm, 50ℓ
AC220V, 300W, 최고온도 60℃

화학

[특징]
ㆍ 산에 의한 부식방지 특수재질을 사용하였으며 폐수 처리시 소모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ㆍ 2차 여과조(이온교환수지, 활성탄) 부착으로 COD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ㆍ 폐수 처리시간이 짧고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ㆍ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1회 15~20리터 폐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ㆍ 처리속도는 1회 30분 입니다.

초음파세척기(SD시리즈)
MRS 44086
초음파란, 초음파 세척기의 초음파진동자는 수직방향으로 진동하며 진동자로부터 액체중에 초음파를 발진하면 미세한 기포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현상(Cabitation)이
매초마다 28,000여 회씩 반복하게 되며, 이 때 발생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으로 미세한 곳의 묵은 때까지도 깨끗이 세척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적용분야]
ㆍ 학교 및 실험실 : 교육현장 등의 다량의 세척이 필요한 유리기구, 피펫류등 실험기기
ㆍ 광학, 의료분야 : 현미경렌즈, 정밀렌즈, 안경테, 외과용 수술기구 등
ㆍ 전자산업 : 회로기판, 충전기, 세라믹판, IC 등
[특징]
내구성이 우수한 콘트롤러 및 각종센서의 채용으로 수명이 오래가며 효율이 높습니다. 최적의 세척조건을 위한 온도조절장치, 디지털 방식의 계수 모니
터 작동 후 10분이면 바로 사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콘트롤러

<아날로그식>

모델명
형식
온도조절범위
타이머조절범위
초음파출력
용량
Tank싸이즈
전체싸이즈
재질
발진주파수
무게

SD-D400H
디지털식
0~99℃
0~99min
400W

SD-350H
아날로그식
0~120℃
0~30min
300W

SD-D300H
디지털식
0~99℃
0~99min
200W

12.5kg

10.4kg

7.8kg

7.3kg

가격(원)

2,420,000

1,980,000

1,870,000

1,430,000

22L
150 x 500 x 300mm
310 x 520 x 317mm

SD-300H
아날로그식
0~120℃
0~30min
200W

10L
150 x 290 x 240mm
310 x 318 x 260mm
스테인리스스틸
40KHz(BLT진동자)

초음파 세척기
MRS 44087 	����������������������������������������������������������������������������������������������������������������������������������������������� 165,000원
ㆍ
ㆍ
ㆍ
ㆍ

작동 시간을 5단계로 구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며 용량은 600ml 입니다.
초음파 주파수는 42000Hz입니다.
물이 회전할 때 조용합니다.
규격
중량
사용전원
소비전력
시간설정

210 x 150 x 140mm
1.04kg(탱크용량 : 600ml)
AC220-240V 50/60Hz
50W
5단계 : 180초, 280초, 380초, 480초, 90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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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화학

2018~2019

교육용 안전보관함(일반형)
MRS 86114 	���������������������������������������������������������������������������������������������������������������������������������������������� 880,000원
ㆍ 교육현장(유치원,초,중,고)에서 화재나 건물붕괴에 대비해 현실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구조 필수 용품들을 안전한 철재함에
배치한 보관함.
ㆍ 긴급구조에 필요한(내열장갑, 소화기, 마스크, 유리창을 깰 수 있
는 망치, 눈세척기 등) 여러가지 소품을 현장에서 교육용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서 반복된 실습으로 재난방
지에 대처 할 수 있음.
ㆍ 특히 제품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메뉴얼 설명서로 더욱더
현장 안정교육을 받을 수 있음.
규격

600 x 400 x 800mm

구성
교육용 안전보관함(HS-800SCB)

상세정보
각층당 2EA 설치 권장

수량
1 EA

방화 담요 (100 x 100 cm)

화재 진압용 소방 불덮개

1 EA

화학

방화 장갑 (800℃)

화재시 열차단용 방화장갑

1 EA

방진용 마스크

화재시 분진으로부터 호흡에 도움

10 EA

세척용 식염수 (1000ml)

눈이나 피부 세척용으로 사용

1 EA

휴대용 산소 호습기 (648ml)

화재시 비상호흡용 장비

2 EA

눈 세척기

화재시 연기로 인한 세척용 용기

2 EA
2 EA

비상 탈출용 망치

건물안에서 창문 파손용 망치

비상 탈출용 루프 (9M)

3층용 9M

1 EA

비상용 손전등 (LED 랜턴)

LED로 구성되어 어두운 곳에서 사용

2 EA

휴대용 소화기 (270g)

신속하게 작은불에 화재 초기 진압

2 EA

실험실 안전용품

교육용 안전보관함(고급형)
MRS 86113 	���������������������������������������������������������������������������������������������������������������������������������������������� 990,000원
ㆍ 교육현장(유치원,초,중,고)에서 화재나 건물붕괴에 대비해 현실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구조 필수 용품들을 안전한 철재함에
배치한 보관함.
ㆍ 긴급구조에 필요한(내열장갑, 소화기, 마스크, 유리창을 깰 수 있
는 망치, 눈세척기 등) 여러가지 소품을 현장에서 교육용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서 반복된 실습으로 재난방
지에 대처 할 수 있음.
ㆍ 특히 제품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메뉴얼 설명서로 더욱더
현장 안정교육을 받을 수 있음.
규격

600 x 400 x 800mm

구성
상세정보
수량
교육용 안전보관함(HS-800SCB)
각층당 2EA 설치 권장
1 EA
방독면 (고급형)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가스차단에 매우 월등) 1 EA
방연마스크 (고급형)
화재시 연기로부터 기도를 보호
5 EA
투척식 소화기 (600ml) (고급형) 접근이 불가한 곳에 투척하여 화재 진압 4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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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담요 (100 x 100 cm)

화재 진압용 소방 불덮개

1 EA

방화 장갑 (800℃)

화재시 열차단용 방화장갑

1 EA

방진용 마스크

화재시 분진으로부터 호흡에 도움

10 EA

세척용 식염수 (1000ml)

눈이나 피부 세척용으로 사용

1 EA

휴대용 산소 호습기 (648ml)

화재시 비상호흡용 장비

2 EA

눈 세척기

화재시 연기로 인한 세척용 용기

2 EA

비상 탈출용 망치

건물안에서 창문 파손용 망치

2 EA

비상 탈출용 루프 (9M)

3층용 9M

1 EA

비상용 손전등 (LED 랜턴)

LED로 구성되어 어두운 곳에서 사용

2 EA

휴대용 소화기 (270g)

신속하게 작은불에 화재 초기 진압

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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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실험복
MRS 46038 .........................................각 44,000원

재질
규격

면폴리에스텔
초등 : 14호, 15호, 16호
중등,고등,성인 : (남성) 90호, 95호, 100호, 105호
중등,고등,성인 : (여성) 55호, 66호, 77호, 88호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안전을 위해 실험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품
유해화학물질 46가지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과 유해성표시
경고표시의 구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또는 비치 및 교육에 활용취급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부착여부
응급조치요령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누출 및 폭발, 화재 사고시 대처방법
저장방법 및 취급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표시

재질
규격

종이(28페이지)
385 x 300mm

심폐소생연습용마네킹(나스코)
MRS 11673 ............................................660,000원

-심폐소생술(CPR)을 연습 할 수 있는 마네킹으로 별도의 전자 확인 장치가 있어 흉
부 압박 시 적절한 강도와 위치를 학습 할 수 있습니다.

100% 순면 실험복으로 불꽃에 강하여 옷에 파고 드는 일반혼방면에 비
해서 안전하고 삶기가 가능하여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탁월하다.
규격

남 : 15호, 16호, 90호, 95호, 100호, 105호
여 : 55호, 66호, 77호, 88호

실습구성

흉부압박 → 인공호흡 → 경동맥촉진 → 전자확인장치

체온

실리콘

크기

71 X 46 X 26cm

무게

약 7kg(총무게)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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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복(순면)
MRS 74057 ......................................... 각 48,500원

화학

ㆍ 불에 타지 않는 실험복
ㆍ 무동석 내화 불연 방염처리
ㆍ 방염액 형식 승인(염03-18) /방염도료 형식승인(염04-7)

물질안전보건자료(비치용)
MRS 86110 .............................................. 44,000원

화학
심폐소생마네킹(보급형)
MRS 11368 ........... 385,000원

심폐소생술(CPR)연습용 마네킹으로 흉부 압
박 시 정당한 강도에서 “딸깍” 소리가 납니
다.
구성
크기
무게

마네킹 본체 1대, 베블 2개, 보관
운반용 가방, 폐 주머니 5개, 매트
30 X 56 X 15cm, 가슴 둘레: 84cm
2kg (가벼워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2018~2019
심폐소생마네킹(일반형)
MRS 11367 ........... 440,000원

심폐소생마네킹(모니터형)
MRS 11370 ............572,000원

심폐소생술(CPR)연습용 마네킹입니다. 분
당 100회~120회 템포를 숙지 할 수 있도록
CPR 전자 팔찌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센서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형 CPR입니다.
실물과 흡사한 고품질 인조 피부 사용으로 세척이 용이합니다.

구성
크기
무게

마네킹 본체 1대, 베블 2개, 보관
운반용 가방, 폐 주머니 5개, 매트,
전자팔찌
30 X 56 X 15cm, 가슴 둘레: 84cm
2kg (가벼워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화학
실험실 안전용품

폐수보관함(4구)
MRS 11905 ........... 550,000원

폐수통 운반 카트
MRS 74058 ........... 396,000원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전하게 보관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폐수동 20L 4개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실험실 연구소 등의 폐액 용기의 운반 및 보
관 전용 카트입니다.

재질
크기

스틸 08T 분체도장
1200X400X660mm

폐시약 깔대기
MRS 11801 .................2,640원

크기 310X520mm
손잡이
580mm
높이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10매)
MRS 11917 ..............48,400원

구성
크기
무게

CPR본체, 운반케이스, 렁백 10장,
고정 페이스 쉴드 25장, 설명서와
포스터 각 1장
63X34(어께)X27cm
2.4kg

폐시약 스티커(4종)
MRS 11799 ................ 4,400원

구성
규격

알카리폘수, 산폐수, 유기계폐수,
무기계폐수
145X200mm

무독성 119소화기
MRS 11312 .............. 24,200원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21세기형 소화기
재질
규격

플라스틱
230X115mm

화재 초기 불완전 연소물로부터 호흡을 원활
유지시켜 화재 대피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재난안전인증제품 ISO/TC292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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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X190mm

약제 주성분
용기
중량
규격
구성

침윤제
알루미늄 재질
460g
60x 270mm
거치대, 나사 포함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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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체험 고글 세트
MRS 11902 .............................................341,000원

절주 및 음주 운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 음주 체험용 고글이 함께 교육용 도
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 고글을 착용 시 소주 5잔 이상 마신 효과를 나타냅니다.
음주 고글, 보관용 가방, 스포츠 콘 5개, 사용설명서, 위험
구성
표시 테이프 : 33M

안전 보호구함(양문형)
MRS 12654 ......................................... 1,180,000원

ㆍ 안전 보호 구함, 비상 기구함, 화재 대피 마스크 함, 응급 조치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개별 장금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 선반의 높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규격
재질
도장

실리콘 재질의 내열 장갑으로 내피가 있어 그
립감이 부드럽습니다.

높은 내열성과 인장강도에 비해 경량의 소재로 구성 되었습니다.
세탁 후 재사용 가능

규격
재질

가로345mm,세로145mm
실리콘,면(내피)

재질 케블라
무게 195g
내열성 350℃(11.9초)

베임 방지 장갑
MRS 18044 .............. 24,200원

날카로운 물건이나 거친 공구 작업을 할 때 용이합니다.
뚫림 강도 4로 높은 보호 기능을 가진 장갑입니다.
재질

케블라, 스텐레스사, 천연고무(코팅)

국민방독면(화재, 화생방 겸용)
MRS 18046 ............198,000원

일반 방독면(화생방용)
MRS 18045 ............ 132,000원

화재 대피용 마스크
MRS 13066 ............ 132,000원

화생방 독성 작용제로부터 얼굴과 눈 및 호흡
기를 보호하고 난연성 내열 원단과 합성필름
코팅이 처리되어 화재시 사용 가능합니다.

크롬 Free 활성탄을 적용하여 제독 능력이 뛰
어나고 호흡이 원활하며, 넓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하고 착용이 간편합니다.

안면보호 및 뛰어난 제독 성능으로 화재시 쉽
고 빠르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도와줍니
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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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 오지 장갑
MRS 18043 .............. 36,300원

화학

내열장갑(실리콘, 고급형)
MRS 74059 ..............33,000원

800x450x1200mm
스틸 1.2T, 아크릴 3T
분체도장

화학
화재진화세트(벽걸이형)
MRS 86121 ........... 132,000원

2018~2019
구급함세트(벽결이형)
MRS 86120 ........... 132,000원

화재시 필요한 소방용품을 한곳에 모아 설치
가 가능합니다.
구성

벽부소방함, 스프레이소화기 1개,
청정소화기(400g) 1개, 투척용소화기
1개, 휴대용 조명등 1개

화학

손세정교육용로션
MRS 46040 ..............44,000원

실험실 안전용품

ㆍ 발광 물질이 함유된 핸드로션 타입의 크림이
며 얼룩이 지거나 피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ㆍ 미국 및 유럽에서는 어린이교육과 개인위생
이 꼭 필요한 종사자(병원,급식소,보건소 등)
들의 교육에는 반드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용량

240ml (약200회 이상 사용)

흡연예방 거치대
MRS 46041 ...........154,000원

금연 교육 강화를 위해서 인체 실물 모형의 크
기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을 보여주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구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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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600x1650mm

구성

케이스, 응급구급약품

깨진 실험기구 보관함(유리류)
MRS 86115 ............. 77,000원

ㆍ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파손된 비이커 등을 보관
ㆍ 발로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원터치 시스템
ㆍ 안에 내부통이 별도로 있어 처리가 용이함
재질
규격

손소독제+전용디스펜서
MRS 11741 .............. 58,300원

용량
1000mL
효능,효과
손, 피부 등의 살균 소독
용법,용량 손에 적당량을 덜어 잘 문질러 건조 시킵니다.
손소독제 24,200원

운동화털이기
MRS 46042 ............. 39,600원

ㆍ 양측면과 하단에 강모로 되어 있어 효과적으
로 운동화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ㆍ 야외 사용을 위해 녹에 강할 페인팅이 되
어 있고 이동.설치가 용이합니다.
규격

115 x 230 x 148mm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290 x 420mm

손씻기 교육 세트(간이형)
MRS 86118 ............. 48,400원

ㆍ 올바른 손씻기를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세트
ㆍ 세균 검사용 글로로션 120ml, 미니 UV램프
ㆍ 한학급용(30~50명) 검사가 가능함

방화담요
MRS 86119 ..............33,000원

녹인 유리를 섬유모양으로 만든 Fiber Glass를
이용한 소화용 담요
규격
포장
온도
재질

100 x 100cm
PVC Soft Box
550℃
Fiber Glass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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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장갑(라텍스장갑)
MRS 45001 ............. 22,000원

라텍스재질의 일회용장갑입니다.
규격

일회용 100개입 박스포장

니트릴 장갑
MRS 45002 ............. 27,500원

MRS 45003 ............... 8,800원

비멸균으로 처리되었으며 양손잡이용입니다. 편안한
착용감, 천연고무나 비닐글러브보다 3배 강화된 성능
으로 쉽게 구멍이 생기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뛰어나고, 섬세한 촉감에 착용감이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양면짜기 면 안감 마감으로 강하면서 유연해
착용감이 좋습니다. 연료유, 윤활유, 산, 용제,
기타 여러 가지 화학적물에 저항성이 높습니
다. 니트릴의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강화된 장
갑입니다.

규격

내열장갑(일반용)
MRS 45005 ..............44,000원

재질

보강 특급품질 니트릴 장갑

내화학용장갑
MRS 45006 ..............44,000원

규격
적용온도
재질

10 x 19㎝
-57~260℃
Silicon rubber

길이
내열온도
재질

254mm
약 200℃
니트릴 피복

다용도 실험실용 장갑(내산/내화학용 장갑)
MRS 45007 ............... 8,800원

내화학성 장갑(신형)
MRS 45008 ..............19,800원

얇고 소프트해서 작업성이 뛰어납니다. 안쪽
에 방취 위생 가공을 하고, 잡균이나 곰팡이
등의 활동과 번식을 막는 효과가 있어 위생적
입니다. 기름, 약품에 강하고 내구성도 뛰어
납니다.

네오프렌 피복, 고품질 장갑
·겉감 : 네오프렌
·안감 : 면을 뿌려서 처리(Flock-liend)
·디핑시킨 거친 마감 처리로 미끄러짐 방지
·유지, 산, 용제, 알카리 등 광범위한 화학약
품에 대해 내성의 범위가 넓습니다.

규격

두께:0.36~0.40mm, 니트릴 재질

독성물질의 침투를 장기간 막아주는 장갑입
니다.
길이

355mm, 2개 1조

방열장갑
MRS 45009 ..............55,000원

방열장갑은 복사열 800도까지 사용 가능한
고온용 장갑입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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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 고·저온조차 및 기구를 이동시 사용되는 장갑입니다.

화학

내열장갑(고온용)
MRS 45004 ..............88,000원

100개입, 박스포장

내산장갑

화학
비접촉체온계
MRS 46043 ............121,000원

ㆍ 피부접촉 없이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ㆍ 다기능의 생활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ㆍ 살균이나 필터.커버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측정범위
측정단위

생활온도:0˚C~100˚C,체온:22˚C ~ 40˚C
0.1˚C
자동메미로기능,메모리 버튼을 이용한
메모리기능
측정결과확인 최대32개 체온 측정 결과 저장
절전기능 측정 결과 표시 후에 1분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
규격
62 x 42 x 103mm (120g)

2018~2019
다용도 내화학안전장갑
MRS 46044 ...............13,200원

ㆍ 염산,불산,질산,황산에 사용 가능!
ㆍ 김름류,산,초산, 그리고 각종용제들을 포함한 다양
한 화학물질에 강한 내성을 가진 장갑니다.
ㆍ 표면 경화 처리로 보통 네오프렌 장갑보다 화
학 약품 , 찢김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ㆍ FDA의 식품 취급 요건(21 CFR 177,2600)
을 준수합니다.

다용도 안전장갑(염화비닐)
MRS 46045 ................ 9,900원

•얇은 장갑형, 우수한 내구성, 세밀한 작업에 적합.
•끼고 벗기가 부드러운 슬립온(SLIP-ON)가공.
•중성세제사용 40℃에서 세탁가능.
•두께 : 0.3mm.
•재질 : PVC

화학
실험실 안전용품

내열장갑(실리콘)
MRS 46046 .............. 36,300원

내화학성장갑(한국인증획득)
MRS 46047 ................ 8,800원

니트릴토시장갑
MRS 86116 ..............44,000원

열이 있는 곳에서 최상의 손 보호 기능의 장갑으로 장갑 전
체에 열방어벽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물건(기구)(을 집기 쉽
고,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은 다섯 손가락 타입의 장갑입니다.
장갑 안쪽에는 드라이터치 가공을 하여 탈착이 쉽습니다.

네오프렌과 라텍스의혼합으로 광범위한 화학
물질에 강한 내화학성을 가집니다. 이음새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손의 염증 방지 및 조
기 마로 방지에 우수합니다.

ㆍ 내약품성과 방수력이 뛰어나며 팔 전체를
보호합니다.
ㆍ 매우 가볍고 활동성이 좋습니다.

규격
270mm정도, 수량 1장(좌우 양손 사용)
재질
실리콘 재질
내열온도 약 -30~220℃ (고온시 약 10초 정도 사용)

재질
총길이
두께

천연고무+네오프렌
320mm
0.68mm

라텍스장갑(20매입)
MRS 11316 ................ 6,600원

니트릴장갑(20매입)
MRS 11315 ................ 6,600원

실험실,연구실/병원,의료업/청소,세척/염색,
파마,미용도구/야채,생선손질

실험실,연구실/병원,의료업/청소,세척/염색,
파마,미용도구/야채,생선손질

재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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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고무(100%)
240mm

재질
규격

합성고무
240mm

내열장갑(1짝)
MRS 46051 .............. 26,400원

뜨거운열기, 불꽃, 증기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미끌림없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최대280℃
재질
규격

노맥스86%,케블라14%,천연고무,순면75%
,폴리에스테르25% 실리콘 돗트 코팅
260mm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니트릴장갑(블랙) 20개입
MRS 11313 ................ 6,600원

ㆍ 손전체 미끌림 방지
ㆍ 손에 딱 붙는 고탄력 일회용 장갑
재질
두께

니트릴
0.16mm

니트릴장갑(라이트화이트)
MRS 11314 ................ 6,600원

ㆍ
ㆍ
ㆍ
ㆍ

우수한 착용감
좌우 구분 없이 착용 가능
파우더 – Free
라텍스 알러지 없음

재질
두께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식약처 허가제품
4중 구조 고밀도 정전 필터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ㆍ
ㆍ
ㆍ
ㆍ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식약처 허가제품
4중 구조 고밀도 정전 필터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지진 초기 대응 키트 (개인용)
MRS 11666 .............. 58,300원

ㆍ 긴급 재난 용품 14품목
ㆍ 4단계 재난 대응 시스템
(보호장비, 응급처치, 구조요청, 탈출)
ㆍ 응급처치용품 포함
규격

28x29x19cm, 1.4kg

응급담요 (5개입)
MRS 11077 ................. 7,700원

ㆍ
ㆍ
ㆍ
ㆍ

최대 100% 체열 반사로
뛰어난 보온효과
재난, 기상악화 등 위급시 사용
어른 남자 한명을 감쌀수 있는 넉넉한 크기

규격

뛰어난 신축성과 3중 코팅
안전성 보강
부드러운 착용감
최상의 화학적 내구성

재질
길이

니트릴 + 네오프렌
30mm

미세먼지 등급에 따른 대처법
MRS 12677 ............ 110,000원

실험실 안전용품

ㆍ
ㆍ
ㆍ
ㆍ

황사방역마스크(10개입,개별포장)
MRS 10606 .............. 22,000원

ㆍ
ㆍ
ㆍ
ㆍ

ㆍ 미세먼지 교육용 보충 교재
ㆍ 보건실, 과학실, 급식실 등
ㆍ 알루미늄 액자
규격

600x900mm

구급가방(스페셜)
MRS 11729 ..............99,000원

ㆍ 응급처치내용물 22가지
ㆍ 손잡이, 어깨끈, 포켓 등 실용적 디자인
규격

325x135x180mm

130x210c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황사방역마스크(어린이용)-10개입 개별포장
MRS 11700 .............. 19,800원

니트릴
0.09mm

일회용내화학장갑 (50매입)
MRS 74304 .............. 39,600원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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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마스크(방진용)
MRS 45010 .................2,200원

안전 마스크(냄새 제거용)
MRS 45011 ................ 5,500원

안전마스크
MRS 45012 .................... 880원

사용처 : 과학실험실, 농약살포, 염료 및 안료
의 분진작업
특징 : 과학실험시 분말 등을 취급할 때 분말
가루가 호흡기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용처 : 과학실험실, 농약살포, 염료 및 안료
의 분진작업
특징 : 활성탄을 첨가한 마스크로 약품취급시
암모니아 냄새나 유기용제 냄새 등 실험시 발
생할 수 있는 악취 등을 제거해 줍니다.

사용처 : 과학실험실, 염료 및 안료의 분진작
업

화학
실험실 안전용품

보안경(자외선차단용)
MRS 45013 ..............................................22,000원

보안경(안경착용자용)
MRS 46052 ............................................... 16,500원

불꽃반응 실험 시 또는 햇빛에 의한 실험 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때도 유용합니다.

다리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학생들 개개인에 맞추어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보안경(조절식)
MRS 45015 ............... 12,100원

다리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학생들 개개인
에 맞추어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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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고글형)
MRS 45014 ................. 7,700원

안면의 밀착성이 좋습니다.

보안경(안경식)
MRS 45016 ............... 11,000원

사용시 쓰고 벗는데 용이합니다.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응급 눈세척기
MRS 45017 ............................................... 15,400원

응급 눈세척기 함세트
MRS 45018 .............................................. 88,000원

EYE CUP에는 액체를 눈에 부드럽
게 뿌릴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판
이 달려 있으며 환기구는 오염된
액체가 다시 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며 상처를 닦아낸
액체는 배수관을 통해 버려집니다.
응급시 빠르고 정확하게 눈의 상처
를 씻어줄 수 있게 만들어진 세척
병으로 파손위험이 없고 쉽게 누를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
져 있으며 EYE CUP과 SNAP ON
CAP이 달려 있습니다.

ㆍ EYE CUP에는 액체를 눈에 부드럽
게 뿌릴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판
이 달려 있으며 환기구는 오염된
액체가 다시 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며 상처를 닦아낸
액체는 배수관을 통해 버려집니다.
ㆍ 응급시 빠르고 정확하게 눈의 상
처를 씻어줄 수 있게 만들어진
세척병으로 파손위험이 없고 쉽
게 누를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으
로 만들어져 있으며 EYE CUP과
SNAP ON CAP이 달려 있습니다.
구성

비상샤워기
MRS 46054 .........................................1,320,000원

ㆍ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6분이상 지속적
으로 세안액을 공급하여 주는 세안기
ㆍ 손쉬운 설치로 배관공가가 따로 필요없음. 벽면
에 부착가능. 옵션사양인 카트를 이용하여 위험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 가까이 설치 가능.
ㆍ 일체형 노즐덮개 손잡이는 한번에 쉬게 제거되며 양손을
자유롭게 해주어 세안중에 두눈을 벌려줄 수 있음.
ㆍ 세안액공급구가 넓어 세안액을 쉽게 채울수 있고 청소가 용이합
니다. 모서리를 둥글게한 설계와 견고한 사출을 통해 사용중 누
수의 위험이 없습니다. 사용방법은 제품 앞면에 표시하여 비상시
에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ㆍ 세안액 :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오염물질 및 녹,염소등을 포함하고 있어
서 부상당한 눈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부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
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염수 증류수, 정체수를 100% 사용하거나
각각 혼합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용액을 섞을때에는 위생법에 따라야
하며, 한달에 한번씩 세척하고 세안액을 다시 채워주어야 합니다.
22.7L
40 x 35 x 59cm

스테인레스스틸

설치장소

실내
샤워기 하단 베이스를
설치장의 평면 바닥에
설치방법 고철판을 이용하여 고정,
혹은 베이스를 바닥에 직접
용접.
주관
1, 1/4PT
1 PT-샤워 1/2PT
입수관
안구세척
입수
15~40L
출수압력

2.2~2.9kg/cm2

샤워헤드

280mm
250mm
압력조절밸브, 수량조절밸브.
동결방비 드레인밸브

베이스
※설치비 별도

화재 안전 장치대
MRS 45022 ............................................ 286,000원

방염 가공 타올(화재방지용 타올)
MRS 46055 .............................................. 44,000원

재질은 알루미늄과
렉산으로 제작하여
견고성을 높였습니다.
모래위가 지저분 할
시 언제든지 교체가
쉽습니다. 내부 모래
상자를 자유로이 사
용할 수 있게 하였습
니다. 알콜램프가 넘
어져도 화재의 위험
이 없습니다. 실험 시
문을 닫고 실험모양
관찰합니다(안전사고
예방). 하부 고무바킹
으로 움직임 및 미끄
럼이 방지 됩니다.

실험실 등에서 불이 났을 때, 작은
불꽃이 터지기 전에 이 타올을 불
이난 곳을 덮어 밀봉하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약 50회 세탁해도
방염성능이 지속됩니다. 화재 피난
시의 마스크나 방화두건으로도 사
용 가능합니다.(일본특허출원)

1. 좌,우측으로 문을 엽니다.

2. 알콜램프를 넣습니다.

3. 알콜램프를 넣은 후 문을
닫고 실험을 합니다.

규격

4. 문을 열고 알콜램프를
꺼냅니다.

5. 지저분해진 모래상자를
꺼낸 후 모래를 갈아줍니다.

450 x 430 x 300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재질

330 x 880mm
면 100%(방화 가공)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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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용품

용량
크기

재질

화학

눈세척기(중력형)
MRS 46053 ............................................440,000원

눈 세척기 2개,
세정액 1개 포함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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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실험실 안전용품

비상샤워기(일반형)
MRS 18039 ............770,000원

비상샤워기(발판형)
MRS 18038 ........... 880,000원

비상샤워기(노란도색)
MRS 18037 ........... 990,000원

ㆍ 실험실등 유해 물질에 오염되었을 때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ㆍ 샤워해드 : 직경 254mm 스테인레스 스틸
ㆍ 눈세척기볼 : 300mm 스테인레스 스틸
ㆍ 1-1/4〃 mm In1et/Outlet
ㆍ 긴급샤워기에는 한글 안내판과 한글 설명
서를 보내드립니다.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ㆍ 실험실등 유해 물질에 오염되었을 때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ㆍ 아래쪽 발판을 누르면 급수가 가능합니다.
ㆍ 샤워해드 : 직경 254mm 스테인레스 스틸
ㆍ 눈세척기볼 : 300mm 스테인레스 스틸
ㆍ 1-1/4〃 mm In1et/Outlet
ㆍ 긴급샤워기에는 한글 안내판과 한글 설명
서를 보내드립니다.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ㆍ 실험실등 유해 물질에 오염되었을 때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ㆍ 샤워해드 : 직경 254mm 스테인레스 스틸
ㆍ 눈세척기볼 : 300mm 스테인레스 스틸
ㆍ 1-1/4〃 mm In1et/Outlet
ㆍ 긴급샤워기에는 한글 안내판과 한글 설명
서를 보내드립니다.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안구세척기(벽부착형)
MRS 18040 ........... 440,000원

ㆍ 응급 상황 발생시 눈과 얼굴에 있는 유해
물질을 신속히 세척해 주는 장치입니다.
ㆍ 1배관:입수-1/2“(15A)세안-1/2(15A)
ㆍ 2.세안Bowl/샤워 헤드캡:sus￠280
ㆍ 3.수압 조절밸브-세안기 물 분사량 조절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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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세척기
MRS 18041 ........... 330,000원

ㆍ 응급 상황 발생시 눈과 얼굴에 있는 유해
물질을 신속히 세척해 주는 장치입니다.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어린이 보안경
MRS 74110 ............... 11,000원

ㆍ 작은 사이즈로 어린이, 여성이 쓰기에 적합함
ㆍ 기존 겸착용 모델보다 40% 경량화
ㆍ 강한 충격을 받아도 파손되지 않는 폴리카
보네이트(PC) 재질로 되어 있으며 심플하
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하
여도 압박감이 없고 착용감 또한 뛰어남
ㆍ 원렌즈 - 넓은 시야 확보
ㆍ 안티포그(김서림방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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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험대
MRS 45023 .............121,000원

안전한 실험을 위한 필수 제품입니다. 전면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어 관찰
이 용이하며, 손을 넣기 편리한 각도로 되어 있어 실험이 쉽고, 팔을 보호하
기 위한 팔 토시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용액이 튀거나 쏟아져서 입는 1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하판은 두껍고 무게감이 있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팔토시는 소모품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1조당 4,400원)
규격
팔구멍
구성

약 500 x 150 x 450(h)㎜
지름 약 130㎜
본체, 팔토시 1조, 팔토시 탈착링

실험복

1. 실험실에서 지킵시다.
2. 과학과 교수학습모형
3. 과학실 안전관리 비상연락
규격

580 x 880mm

앞치마(방수)
MRS 45025 ...............16,500원

내산앞치마
MRS 46056 .............. 19,800원

ㆍ 미세한 액상 물질에 대한 보호력이 우수합니다.
ㆍ 용감이 우수하며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재질
규격

타이벡 원단에 폴리머 토칭 처리
700 x 1080mm

실험실용 앞치마
MRS 45026 ................ 5,500원

화학

MRS 45024 .............. 26,400원

실험실 판넬
MRS 45027 ........ 각 44,000원

실험실 안전용품

재질
규격

면폴리에스텔
·
초등 : 14<15<16호
·중·고·성인(남) : 90<95<100<105호
·중·고·성인(여) : 55<66<77<88호

휴대용 산소캔
MRS 45019 ............... 11,000원

용량
산소순도
사용횟수

648㎖
95%
80~100회

재질

안전모

소화기(스프레이식)

MRS 45020 ...............13,200원

ㆍ 지질조사시 사용되는 안전모로서 머리부
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ㆍ 땀 방지대, 원터치 턱끈 결속장치, 고주파
접합 방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질

장섬유 부직포에 액상코팅

ABS

MRS 46057

가정용, 차량용 청정 간이 소화용구입니다.
가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00g

44,000원

270g

33,000원

화학

346

화학

2018~2019

과학실 안전수칙
MRS 71213 ............ 110,000원

응급처치법 관리
MRS 71212 ............ 110,000원

심페소생술(CPR)요령 판넬
MRS 71211 ............ 165,000원

재질
규격

재질
규격

재질
규격

알루미늄 테두리
600 x 900mm

알루미늄 테두리
600 x 900mm

화학

방독면(1구)
MRS 45028 ...............................................28,600원

실험실 안전용품

ㆍ 부드러우며 내열성이 좋은 클레이튼 재질
ㆍ 원터치식 정화통 결합
ㆍ 미스트와 분진이 유기용제와 동시에 발생되는 곳에 적용 가능한 일체형 필터와 정화통
ㆍ 작업자의 시야 확보와 가벼운 소재로 최대의 작업성 제공
※ 필터별매 : 13,200원

보안면
MRS 45030 ..............................................22,000원

목재테두리
600 x 900mm

방독면(2구)
MRS 45029 .............................................. 33,000원

ㆍ 새롭게 설계된 배기구로 인해 탁월한 습기 방출
ㆍ 작업자 시야와 균형을 확보한 디자인
ㆍ 초경량의 디자인
ㆍ 공기 공급식 전환 가능
※ 필터별매 : 28,600원

내화학팔토시
MRS 45031 ...............................................26,400원

ㆍ 3차원 곡면 렌즈
ㆍ 폴리카보네이트(PC)
ㆍ 헤드밴드의 높이, 둘레
의 크기 조절
ㆍ 얼굴 곡선에 맞는 3
차원 곡면 설계로 넓
은 시야와 보호면적
강화
무게

315g

약품 등을 취급할 때 옷이나 팔에 묻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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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보안경(고급형)
MRS 74305 ............ 143,000원

CE 인증제품, 레이저 종류: co2 적용파장 (㎚) :
5300 ~ 10600 / OD치 : 3+
이제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
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규격

렌즈색상 : Green, 렌즈재질 : PC

레이저보안경(보급형)
MRS 74307 ............... 11,000원

ㆍ
ㆍ
ㆍ
ㆍ
ㆍ

레이저 측정 및 작업 시 사용하는 안전 보안경
다리조절가능한 결량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사용시 파장길이:190nm-540nm
투과율: 55%이상
색상: 레드, 그린, 블루 랜덤배송

내화학실험복
MRS 74306 ..............44,000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신체 보호, 폴리에틸렌, 폴
리프로필랜 재질, 정전기 방지, 지퍼 여밈
규격

S, M, L, XL, XXL, XXXL

화재 방연 마스크
MRS 10720 ...............15,400원

정전 및 화재시 긴급피난용 조명등, LED 전
구·건전지·야광표지판 포함

목재·종이·휘발성액체·전기화재용 소화
기, 게이지 부착

화재시 연기로부터 기도를 보호, 방연필터 내
장, 김서림 방지 효과

규격

85x195x63mm

소화기 받침대
MRS 74113 ................ 6,600원

소화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
야광판부착
규격

Φ 150mm

규격

높이 41cm, 폭 15cm

소화기 위치 표시판
MRS 74114 ................ 5,500원

화재 경보기
MRS 74115 ..............33,000원

축광식 재질, 전원 불필요, 빛을 축적하여 빛
차단시 발광

화재 발생시 LED표시등 점멸과 경보음 발생,
연기 감지기

규격

175x170

전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C3V 1600mA 리튬전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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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용품

분말소화기(3.3kg)
MRS 74112 ..............55,000원

화학

휴대용 비상조명등
MRS 74111 ...............16,500원

화학

2018~2019

전동식천공기
MRS 45032 	���������������������������������������������������������������������������������������������� A형 : 693,000원 / B형 : 418,000원
<A형>

화학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종래의 천공기들이 코르크용임을 감안 고무마개의 특성을 살려 고안한 고무 마개용 천공기
수동식 천공기에 비해 실용성, 안정성, 정확성이 뛰어난 개발품
감속기를 사용 뛰어난 안정성
6본조 날을 사용 구멍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깊이 조절장치가 있어 구의 깊이도 조절 가능
침이 부서짐이 없이 빠지므로 주변이 매우 청결
마이크로 스위치를 부착,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
바이스 조정이 가능, 시료의 크기에 구애없이 사용 가능 어떠한 시료도 본 기기에 사용 가능
전원
Switch
소비전력
Cutter
총 중량

220V, 60Hz, RPM : 150RPM
Micro Switch, Moter : 4선식 단상 유도 Moter
25W
특수열처리, 크롬도금 6본조(5,6,7,8,9,10mm) 기타 사이즈 제작가능
8.4kg

<B형>

ㆍ
ㆍ
ㆍ
ㆍ
ㆍ

동급유일 3단 기어
무단속도조절채택 자유로운 높이 조절
고효율모터채택
저소음무진동정밀드릴작업
저가형제품과 비교가 안되는 제품 성능과 내구성(타사 제품과 사
양&제원을 비교해 보세요.)
사양
규격

220V, 100W, 드릴척 최대사용가능 비트규격 6mm, 무게
5kg
높이(낮췄을 때 22cm, 높였을 때 42cm
작업가능 높이 : 최저 0cm~최대 20cm
작업정반크기 : 17cm(가로&세로)

보조용구

천공기(전동식)
MRS 45033 ............................................ 770,000원

콜크천공기(기계식)
MRS 45034 ............................................. 187,000원

ㆍ 콜크, 고무마개, 철, 나무 등의
구멍 뚫는데 사용됩니다.
ㆍ 수동식 천공기에 비해 드릴날을 사
용할 수 있으며 철이나 나무 등을
가공할 수 있도록 1개의 드릴척을
부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ㆍ 6본 1조의 날을 사용하여 콜크마개나
고무마개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ㆍ 벨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속
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콜크마개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
는 공구로 책상, 실험대 등에 고정
하여 사용합니다.
※ 서울시 과학 전시관 우수교구
선정품

규격
구성

규격

300 x 250 x 550mm, 220V/60Hz, 5단조절
모터 400W(1/2HP) / 고무마개 가공드릴 - 6본 1조, 철,
나무 가공 길이 - 1.5~10mm(1set)

콜크보러

서포트잭

MRS 45035

MRS 45036

보러Ø4 x 63mm
Ø6 x 63mm
Ø8 x 63mm
Ø9 x 63mm
Ø11 x 63mm
Ø12 x 63mm

콜크 또는 고무마개에 구
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
구입니다.
규격
6본
12본

가격(원)
44,000
66,000
구분
스테인리스제
PVC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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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0x200mm
250x250mm
300x300mm
150 x150mm

가격(원)
110,000
132,000
154,000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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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로폴 절단기(고급형)
MRS 45038 	����������������������������������������������������������������������������� 242,000원

스치로폴 절단기(핸드형)
MRS 86038 .................48,400원

전영원리를 이용 폴리스티렌 발포 플라스틱,
EPS 압축 플라스틱, 암모니아 지방, 발포 고
무 플라스틱(스펀지), 기타 열용가소성 발포
재료를 절단합니다.

규격

유리관 절단기(대형)
MRS 45039 .................60,500원

작업대 Size : 370 x 270mm/높이 165mm
전체 Size : 370 x 270 x 260mm
전열선 동작 각도 : 45~90도, 전열선
직경 : 0.18mm
전원 : AC220 X 50Hz/최고전압 DC 12V
최대동력 : 20W

유리관 절단기(소형)
MRS 45040 ................. 26,400원

휴대용 손잡이형으로 스티로폼, 우드락, 아이소핑크
등의 재료를 절단 및 여러 모양으로 가공하는 기계
규격

AC 220V 어댑터 사용

유리칼(손잡이형)
MRS 45041 ................... 6,600원

화학

유리관, 유리막대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손
으로 잡거나 책상에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규격

130 x 130 x 90mm

규격

가격(원)
7,700
8,800
17,600
44,000

MRS 45047 ..............16,500원

스크류 주사기에 사용하는 STOP COCK입니다.

규격
10㎖
20㎖
50㎖
100㎖

MRS 45046

가격(원)
330
550
880
13,200

연결관 주사기

규격
5㎖
20㎖
60㎖
100㎖

가격(원)
2,750
3,300
3,960
7,700

주사기 마개

MRS 45048

규격
20㎖ 2개 1조
50㎖ 2개 1조

170mm 정도

스크류 주사기(루어락주사기)

MRS 45045

3WAY코크

10개입

규격

주사기(PVC)

MRS 45044

규격

60 x 20 x 65mm

유리판 등을 자를 때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로 제작되었습니다.

MRS 45049

가격(원)
1,210
1,980

규격
구성 가격(원)
플라스틱 1~50㎖ 주사기용 10개입 1,210
스크류 주사기용
10개입 3,3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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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구

주사기(유리)

규격
10㎖
20㎖
50㎖
100㎖

소형이라 이동이 간편하고 사용시
에도 효율적입니다.

화학
줄칼
MRS 45042 ............... 11,000원

특징 : 유리관이나 유리막대를 절단할 때 사
용하고 나무나 금속재질을 다듬을 때도 사용
합니다.

길어지는 비이커 솔
MRS 46058 ............. 22,000원

2018~2019
플라스틱 절단기
MRS 74060 .............. 77,000원

아크릴 절단용 칼
MRS 45043 ................ 8,800원

휴대가 간편하고 안전하며 사용이 편리한 튜
브전용 커터입니다.
직경 1.6mm에서 20mm까지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시험관솔
MRS 45053 ............... 8,800원

비이커솔
MRS 45054 ............... 8,800원

화학
• 손잡이가 18~26㎝까지 길어져, 병 세척에 적합합니다.
• 편리한 스탠드포함으로 사용 후는 세워 둘 수 있습니다.

시험관 세척솔입니다.
구성

대·중·소 3종 1조

비이커 세척솔입니다.
구성

대·중·소 3종 1조

보조용구

크기
45X45X285~365MM
사양 및 재질 PP, PU(스펀지)ABS,스테인리스(손잡이와스탠드)

뷰렛솔
MRS 45056 ................ 2,750원

긴 유리제품 뷰렛 세척용으로 사용됩니다.
규격

길이 1M 정도

스포이드솔
MRS 45059 ................ 2,750원

실린더 솔
MRS 45057 .......... 각 2,750원

실린더 세척용입니다.
구성

대·중·소

피펫솔
MRS 45055 ................ 2,750원

플라스크솔
MRS 45058 .......... 각 2,750원

플라스크 초자류 세척용입니다.
구성

대·중·소

볼크리너
MRS 45060 .............55,000원

항균 청정 처리된 소재로 극약이나 유류에도 녹거나 풀리지 않고 사용후
세척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세척용입니다.

가늘고 깊은 곳까지 세척, 피펫 세척용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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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M 정도

1. 입
 구가 좁고 내부가 굴곡이 있는 초자기구 및 음용수병에 사용 됩니다.
2. 유류나 극약이 묻어있는 실험기구 등에 사용 됩니다.
3. 세
 제 및 용제 유류를 사용치 않고 99% 불순물이 제거 됩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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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숟가락(스텐)
MRS 45069 ................ 1,650원

용도에 맞는 것을 이용합니다. 실험대 위에
놓지 않습니다.
규격

초자류(유리)와 접촉시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구성

약숟가락(시럽스푼)
MRS 45071 ................5,500원

규격

10개 1조 5㎖ 눈금부

10개입 1조

180mm 정도, 스테인리스

스파츄라(귀이개모양)

혼합물 분리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다
용도 접시입니다.

규격
200mm
300mm

가격(원)
3,740
4,400

플라스틱 구슬

200mm

약컵
MRS 45076 ................ 5,500원

MRS 45052

밀도(부피)실험이나 퇴적실험에 사용합니다.
규격
Ø 3mm 500개입
Ø10mm 250개입
Ø16mm 100개입
Ø20mm 100개입

규격

보조용구

가격(원)
2,640
3,740
4,400

칼라 플라스틱 접시
MRS 45051 ............. 26,400원

6색 1조

스파츄라(창모양)
MRS 45074 ................. 3,740원

MRS 45073

스테인리스 27종으로 만들어져 약품에 대한 부식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작은양의 미량시약을 뜰 때 사용합
니다.

규격
150mm
200mm
300mm

스파츄라(노모양)

규격

10개 1조, 30㎖ 눈금부

가격(원)
11,000
13,200
16,500
19,8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MRS 45072

구성

약숟가락(PVC)
MRS 45070 ..............13,200원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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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용 키트> 에코세이버(EZ WM Test Kit Set)
MRS 45077 	�����������������������������������������������������������������������������������������������������������������������������������������������396,000원

ㆍ 별도의 측정기기나 동력의 필요없이 현장에서 간편하
게 하천수 등의 수질오염도 측정가능합니다.
ㆍ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오차가 적고 재현성이 뛰어납니다.
ㆍ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환경과목 및
현장체험 학습 실습교재, 환경단체 또는 동아리의 환
경감시할동 등으로 활용가능합니다.

개요

WM : WATER MONITORING
EZ WM Test Kit Set는 물 속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DO(용존산소), 인(인산성인), 질소(암
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농도와 ｐＨ, 수온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
정하여 수질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키트와 기타 수질 측정에 필요한 부속품과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정항목
측정범위
구성품

ㆍCOD(화학적산소요구량) : 0~20ppm (0/2/3/4/5/8/10/15/20) 시약①, 시약②, 시험관
ㆍDO(용존산소량) : 1~10ppm (0/1/2/4/6/8/10) 시약①, 시약②, 시험관
ㆍPO₄(인산성인) : 0~2.0ppm (0/0.5/0.1/0.2/0.4/0.6/0.8/1.5/2.0) 시약①, 시약② 2개, 시험관
ㆍNH₂(암모니아성질소) : 0~5ppm (0/0.1/0.2/0.4/0.8/1.2/2/3.5) 시약①, 시약② 2개, 시약③, 시험관
ㆍNO₂(아질산성질소) : 0~1.0ppm (0/0.025/0.05/0.1/0.2/0.4/0.6/0.8/1.0) 시약①, 시약②, 시험관
ㆍNO₃(질산성질소) : 0~80ppm (0/0.5/1/5/10/15/30/50/80) 시약①, 시약②, 시험관
ㆍｐＨ(수소이온농도) : 1~11(1/2/3/4/5/6/7/8/9/10/11) ｐＨ paper
ㆍ온도: 0~50℃ 온도계

기타구성품
비고

콤퍼레이터블럭 2개, 스푼 1개, 비이커2개, 시료투입용주사기 2개, COD주사기 1개, 볼펜, 포스트잇, 가방

330,000원

별도 리필시약 판매(20회분)

<수질측정용 키트> 에코세이버 DO(EZ DO Test Kit Set)
MRS 45078 	��������������������������������������������������������������������������������������������������������������������������������������������������77,000원

화학
개요

수질

측정범위
구성
비고

ㆍDO(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 DO는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ppm)으로 생
물의 호흡이나 용해 물질의 산화 등에 소모되기 때문에 더러워진 물일수록 DO는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은 DO가 계속해서 4~5ppm 이하가 되면 생존
이 불가능 합니다.
ㆍEZ DO Test Kit Set는 물 속의 DO(용존산소) 농도를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여 수질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키트와 그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0~10ppm (0/1/2/4/6/8/10)
시약①, 시약②, 시료용주사기, 비이커, 시험관, 사용설명서, 케이스
별도 리필시약 판매
66,000원

<수질측정용 키트> 에코세이버 COD(EZ COD Test Kit Set)
MRS 45079 	������������������������������������������������������������������������������������������������������������������������������������������������� 66,000원
개요

측정범위
구성
비고

ㆍ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는 물속에 유기물 등 오염이 되는 물
질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ppm)으로 COD 값이 클수록 유기물이 많아 오
염이 되었다는 것이고, COD값이 적을수록 유기물이 적고 오염이 적음
ㆍEZ COD Test Kit Set는 물 속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를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
하여 수질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키트와 그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0ppm (0/2/4/5/8/10/15/20)
시약①, 시약②, 주사기(시료용/시약용), 비이커, 시험관, 사용설명서, 케이스
시약②는 사용상 주의 필요!(변색시 무상교환 가능함).

55,000원

별도 리필시약 판매

수질조사세트시리즈
MRS 45080
각 2회분

각 2회분

강물조사세트
각 5회분
산성비조사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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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나 먹는 물, 강의 상태, 빗물의 오염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세트
입니다.
품명

측정범위

수돗물조사세트

PH5

강물조사세트

PH5

산성비조사세트

PH3.6

용도
유리잔류, 염소,
아초산, 철,
전체경도
아초산, COD, 암모
니아, 인산

사용횟수

가격(원)

각 2회분

39,600

각 2회분

59,400

각 5회분

31,9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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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표준색판
MRS 45081 ................ 5,500원

PH표준색을 구별하는 색판입니다

pH 테스트 팬슬
MRS 46061 ............. 77,000원

리트머스지
MRS 45082 ................ 4,400원

규격

청 10 x 85mm 시트 20매입X10권 적
10 x 85mm 시트 20매입X10권

PH시험지
MRS 45085 ................ 6,600원

거름종이
MRS 45083

규격

Ø80mm, 100매입
Ø110mm, 100매입
Ø150mm, 100매입
사각 150 X 200mm, 100매입

가격 : 5,500원
가격 : 6,600원
가격 : 24,200원
가격 : 16,500원

PH시험지(외산)
MRS 46060 ...............34,100원

화학

• 종이 목재, 콘크리트 등의 표면에 펜슬로 묶고 색을 비교함
으로써 pH측정이 가능합니다.
• 미량인 샘플 측정도 가능합니다. 펜슬로 줄을 그은 위에
샘플을 늘어 뜨림으로써 pH측정이 가능합니다.

90mm x 4m 롤, 1-11ｐＨ
롤케이스 (외산 44,000원)

pH0~13
10φ×115㎜

PH로 변하는 꽃 만들기(10인용)
MRS 46064 ............... 22,000원

양배추시험지-사각(A4)
MRS 46065 ..................7,700원

양배추시험지-원형(110mm)
MRS 46066 .................. 1,100원

지끈을 이용하여 꽃을 만들고 PH지시약에 적셔 PH에 따라 색
깔이 변하는 꽃을 만들어 봅니다. 건조시킨 뒤 여러 가지 산과
염기서 용액을 면봉에 묻혀 여러 가지 색깔의 꽃잎을 꾸며 보
며 산과 염기에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닿아도 안전한 천연 양배추를 이용하여
만든 시험지입니다. ph마다 다른색으로 변색되어 ph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A4사이즈로 시험지 위에 도안 등을 프린
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닿아도 안전한 천연 양배추를 이용하여
만든 시험지입니다. ph마다 다른색으로 변색되어 ph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푸른색염화코발트시험지
MRS 45087 ................ 5,500원

염화코발트지
MRS 45088 ................ 4,400원

염화코발트지(외산)
MRS 45089 ..............44,000원

규격

규격

규격

50매입

10 x 60mm, 20매입 x 10권, 국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x 70mm, 외산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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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소모품

pH측정 범위
크기

규격

화학
알루미늄 디쉬(일회용)
MRS 45090 ..............33,000원

액체시료, 분말시료 등의 용기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시료를 오븐에 넣고 가열시에도 적합합니다. 알루미
늄시트로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2018~2019
유산지

약포지

MRS 45091 ................ 6,600원

MRS 45092 ................ 6,600원

규격

규격

100 x 100mm, 500매

100 x 100mm, 500매

Ø57mm, 100개 1BOX

PH페이퍼 스틱
MRS 45242 ............................................... 16,500원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닿아도 안
전한 양배추 시험지를 이용합니다.
pH0~14 15종의 모든 pH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면봉을 이용하여 각
pH용액으로 그림을 그려보며 재미
있게 산과 염기를 이해합니다.

ㆍ 염소 소독액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
ㆍ 선명한 변색으로 귑고 간편하게
측정값 판정
ㆍ 측정값 판정표 포함
ㆍ 건조보관실
ㆍ 원산지 : 미국
쉽고 빠른 pH 테스트 페이퍼!

화학

PH로 그림그리기(10인용)
MRS 45093 ............................................... 24,200원

규격

별도
준비물

양배추시험지 A4 1장,
양배추시험지 110mm 10장,
pH버퍼솔루션 1~13, 10% 염산,
1% 수산화나트륨, 면봉.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액체(사이다, 이온음료, 비눗물,
세제, 비타민음료, 우유, 생수
등)

측정범위
제품크기

1pH ~ 14.0pH
64 x 5mm 50매, 중량
약20g

시험지•소모품

셀로판튜브(반투막)
MRS 45086 .............275,000원

크로마토 그래프지
MRS 45084 ............... 11,000원

요오드화칼륨 녹말종이
MRS 46063 ..............55,000원

규격
분자량

규격

규격

43 x 27 x 300mm, 25매 1세트
12,000~14,000

TLC판(25매입)
MRS 45095 ............ 363,000원

20 x 400mm, 100매입

파라필름
MRS 45096 ..............55,000원

100매입

PTC paper
MRS 45097

PTC용액(0.13%)이 침전되어 있는 검사지입니다. 종이의 맛을 봄으로써
간단하게 PTC 미맹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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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200mm

규격

4 IN.X125FT, ROLL

구성
가격

100매/팩
고급형:33,000원 / 일반형:15,4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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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커(PVC)

비이커(스텐)

MRS 45098

MRS 45099
스텐으로 제작되어 부식이 없으며
사용시 편리합니다.

가볍고 안전합니다.

손
잡
이

규격
50㎖
100㎖
250㎖
500㎖
250㎖
500㎖
1000㎖
2000㎖
3000㎖

가격(원)
1,320
1,980
2,750
3,300
3,300
5,500
6,600
11,000
16,500

PMP 비이커

규격
200㎖
300㎖
500㎖
1000㎖
500㎖
손
1000㎖
잡
2000㎖
이
3000㎖

가격(원)
7,700
8,800
13,200
19,800
16,500
27,500
33,000
44,000

깔대기(PVC)

MRS 45100

MRS 45101

규격
25㎖
50㎖
100㎖
250㎖
500㎖
1000㎖

규격
Ø50mm
Ø65mm
Ø75mm
Ø90mm

가격(원)
3,300
3,960
5,940
9,900
16,500
24,200

PMP 메스실린더

MRS 45102

MRS 45103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비이커 입
니다. 내부관찰이 쉽고 잘 깨지지
않습니다.

액체의 부피를 잴 수 있도록 만든
눈금이 새겨진 원통입니다.
규격
10㎖
25㎖
50㎖
100㎖
250㎖
500㎖
1000㎖

가격(원)
3,300
4,400
6,600
7,700
11,000
14,300
18,700

규격
25㎖
50㎖
100㎖
250㎖
500㎖
1000㎖

가격(원)
6,600
7,700
9,900
15,400
22,000
33,000

페트리 디쉬(플라스틱)
MRS 45104
<분리형>

품명
A형
B형
C형
분리형

규격 및 구성
Ø90 x 15mm, 10개입
Ø60 x 15mm, 20개입
Ø150 x 15mm, 10개입
Ø90 x 15mm, 20개입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원)
4,400
6,600
13,200
8,80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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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실린더(PVC)

가격(원)
1,540
1,650
1,760
2,200

화학

각종 실험시 약품 및 액체를 안전
하게 주입(이동) 시킬 때 사용합니
다.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비이커 입
니다. 눈금도 표시되어 사용이 편
리합니다.

화학

2018~2019

홈판(다용도 반응판)
MRS 45105
<6홀>

<12홀>

<96홀>

<24홀>

호수
6홈판
12홈판
24홈판
48홈판
96홈판

규격(mm)
홈 35mm, 85.4 x 127.6 x
22.5
홈 22mm, 127 x 82 x 22
홈 16mm, 127 x 85 x 22
홈 9.75mm, 127 x 85 x 22
홈 7mm, 123 x 85 x 14

가격(원)
3,300
3,300
3,300
3,300
3,300

화학

ㆍ 간편하고 작은 규모의 화학실험을 할 수 있고 한눈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ㆍ 뚜껑이 있어 실험결과물을 보관하거나 작은 곤충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시약의 색변화 중화반응,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등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 향상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피펫(PVC제)

플라스틱병(관병)

MRS 45106
도자기•고무•플라스틱

용량
5㎖
10㎖
25㎖

구성
10개입
10개입
5개입

MRS 45107

가격(원)
8,800
8,800
8,800

규격
Ø40 x 65mm
Ø45 x 90mm
Ø60 x 100mm
Ø83 x 125mm

시험관(플라스틱)

용량
50㎖
100㎖
200㎖
500㎖

가격(원)
1,100
2,420
3,300
4,400

소형박스 및 SSC키트류 보관용입니다.
규격

600 x 425 x 370mm

코니컬 플라스크

MRS 45109

MRS 45110
품명
A형
B형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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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 키트 박스
MRS 45108 ..............44,000원

규격 및 구성 가격(원)
Ø12 x 75mm
11,000
25개입, 5㎖
Ø17 x 100mm
13,200
25개입, 14㎖
Ø12 x 75mm
100개입, 5㎖
17,600
※ 뚜껑 미포함

눈금이 돌출되었으며 받침대를 착
탈시킬 수 있는 양질의 폴리프로필
렌 제품입니다.
규격
250㎖
500㎖

가격(원)
6,600
7,7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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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수조(PVC)

사각수조(PVC)

MRS 45111

MRS 45112

ㆍ 액체(물)를 담는 그릇으로서 빛의 굴절, 빛의 진행, 식물성장의 관찰, 집기병으로 기체를 모으는 장치 등에 사용됩니다.
ㆍ 용기 옆면에 간단한 용량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규격
소 Ø210 x 120mm
대 Ø300 x 170mm

가격(원)
7,700
15,400

세척병

시약병(플라스틱)

B형

가격(원)
2,640
3,300
2,860
3,850

규격
100㎖ 100개입
60㎖ 100개입
30㎖ 100개입
20㎖ 100개입
10㎖ 100개입

질량용기

가격(원)
33,000
26,400
19,800
16,500
14,300

규격
특징

도자기•고무•플라스틱

A형

규격
250㎖, 합성수지제
500㎖
250㎖, 합성수지제
500㎖

CBC Bottle
MRS 45115 ...............13,200원

MRS 45114

약물이나 물 등의 액체를 사용해서 미세한 먼
지 등의 세척에 사용됩니다.

가격(원)
8,800
17,600

16 x 52mm, 100개입
24홈판에 세울 수 있습니다.

샘플병(플라스틱제)

MRS 45116

MRS 45117
일반시료 및 다양한 의학 샘플에
이용. 라벨링이 가능한 꽉닫히는
뚜껑. 고압 살균이 가능함. 폴리프
로필렌 재질.
규격
20㎖
50㎖
120㎖

구성
1개입
1개입
1개입

가격(원)
440
770
1,100

액체 및 분말을 부드럽게 흘려보낼수 있는 모양으로 소분할 때 편리합
니다.
규격
대 : Ø87mm
중 : Ø76mm
소 : Ø65mm

가격(원)
770
660
55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화학

MRS 45113

용량

규격
소 250 x 150 x 120mm
대 300 x 200 x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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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스포이드

일회용 마이크로스포이드
MRS 45119 .............................................. 66,000원

MRS 45118
ㆍ 폴리에칠렌으로 만들어져 용매
나 약품에 강하며 500개씩 박
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ㆍ 벌브가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벌브가 필요치 않으며 용량측
정이 용이하도록 제품에 눈금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규격
1.5㎖(500개입)
3㎖(500개입)

마그네틱 바
MRS 45120

구성
규격

500개입
1㎖

가격(원)
44,000
44,000

원심관

마이크로 튜브

MRS 45121

MRS 45122

화학
도자기•고무•플라스틱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tirrering Bar로서
강력한 알리코 자석의 사용으로 사용중 Bar
가 경우가 적고 육각모양의 디자인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시료를 혼합하여 줍니다.
규격(길이x직경) 가격(원) 규격(길이x직경) 가격(원)
12.7 x 8mm 4,950
38.1 x 8mm
7,700
15.9 x 8mm 6,600
50.8 x 8mm 11,000
22.2 x 8mm 6,600
63.5 x 8mm 13,200
25.4 x 8mm 6,600 76.2 x 12.7mm 24,200
28.6 x 8mm 6,600

전자동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며 선진국형 전
자빔(E-Beam)방식으로 멸균된 제품입니다.
Leakproof
Made of ultra-clear polypropylene
UV Printed graduations
Thick-wall construction for High-speeded operation
종류
A형
B형

규격
15㎖, 500Cs, 6,000g
50㎖, 500Cs, 9,400g

연결관(PVC)

원심분리기 등 다용도로 용액을 검출 또는 보
관하는데 용이합니다.
종류
A형
B형

규격
0.6㎖
1.7㎖

구성
10개입
10개입

구성 가격(원)
10개입 3,850
10개입 5,500

마그네틱바건지기
MRS 45124 ...............................................28,600원

MRS 45123

ㆍ 주로 고무관과 함께 액체 혹은 기체를 이용한 실험에 사용
ㆍ 고무관 크기는 5호, 6호
규격
T자관
Y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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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1,650
1,980

가격(원)
1,650
1,650

삼각플라스크나 비커에서 마그네틱바를 꺼낼 때 사용합니다.
규격
내열온도

10 x 350mm/테프론
28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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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자사발

증발접시

MRS 45125

MRS 45126

흡인깔대기
MRS 45130 ..............33,000원

덩어리 약품 및 모래 등을 잘게 부수는데 사
용합니다.

액체를 고체로 건조(증발)시킬 때 사용하는
자기제품입니다.

구성

재질

사발 및 유봉
Ø 90mm

규격

Ø120mm
Ø150mm

재질
가격
(원)

자기재
14,300
19,800
22,000

MRS 45128 ................ 8,800원

규격

30CC

초벌구이 컵
MRS 45131 ................ 8,800원

자기재로 된 초벌구이컵으로 다니엘 전지 실
험 및 화학실험 등에 사용됩니다.
규격

Ø35 x 90mm정도

Ø70mm
Ø90mm

가격
(원)

6,600

도가니(니켈)
MRS 45129 .............. 29,700원

높은 온도가 필요한 물질(금속 등)을 녹일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규격

MRS 45132 ..............33,000원

특징

Ø110 x 160

도가니(석영)
MRS 46067

ㆍ 용도 : 비칠 백금 및 고문
ㆍ 온도 : 상부온도 1,000℃ 최고온도 1,250℃
ㆍ 두껑 포함 가격입니다.
용량
15 ml
30 ml
50 ml
100 ml

30㎖

멸균테이프

규격

규격

7,700
9,900

폭 19mm, 길이 55M
멸균완료시 백색의 선이 갈색으로
변하여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원)
48,400
69,300
88,000
132,000

케미칼스틱(5개입)
MRS 45133 ..............88,000원

직선형 스텐제 약수저입니다. 굳어진 분말 약품 등을
부셔서 꺼내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시험관의 바닥까
지 들어갈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 x 280mm/스테인리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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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온도가 필요한 물질(금속류)를 녹일 때
사용하는 질그릇입니다.

규격

화학

도가니

자기재
Ø60mm

ㆍ 자기재의 깔대기로서 안에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체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 소량여과에 많이 사용됩니다.

화학
고무마개

고무마개(1,2구)

MRS 45134

화학

호수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규격(높이x직경x하직경mm)
18 x 17 x14
22 x 20 x 16
22 x 23 x 18
22 x 29 x 20.5
25 x 27.5 x 23
25 x 29 x 25
29 x 31 x 27.5
29 x 34 x 29.5

가격(원)
286
363
396
462
582
770
880
1,100

호수

규격(높이x직경x하직경mm)

5호 1구
6호 1구
7호 1구
8호 1구
9호 1구
10호 1구
11호 1구
7호 2구
8호 2구
9호 2구
10호 2구
11호 2구

20 x 19.5 x 15
19 x 22 x 17
21 x 25 x 20
21 x 27 x 22.5
21 x 29 x 24.5
27.5 x 31 x 26.5
29 x 34 x 29.5
21 x 25 x 20
21 x 27 x 22.5
21 x 29 x 24.5
27.5 x 31 x 26.5
29 x 34 x 29.5

MRS 45136

가격
(원)
462
528
594
660
880
990
1,320
660
770
990
1,100
1,430

실리콘 마개(1,2구)

MRS 45137
도자기•고무•플라스틱

규격(높이x직경x하직경mm)
21 x 18 x 14
25 x 19.5 x 16
25 x 23 x 18
30 x 26 x 20
30 x 27.2 x 22
30 x 29.5 x 24
5 x 32 x 26
35 x 35 x 28
40 x 37 x 29

콜크 마개

MRS 45135

실리콘 마개

호수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2018~2019

MRS 45138

가격(원)
1,320
1,430
1,650
1,760
2,200
2,750
3,300
3,850
4,400

호수
규격(높이x직경x하직경mm) 가격(원)
5호 1구
19 x 20 x 15
1,650
6호 1구
17.5 x 22 x 17.5
1,870
7호 1구
21 x 25 x 20
1,980
8호 1구
21 x 27 x 22.5
2,420
9호 1구
21 x 29.5 x 25
2,970
10호 1구
27 x 31 x 26.5
3,630
11호 1구
27 x 32 x 27.5
4,180
7호 2구
21 x 25 x 20
2,200
8호 2구
21 x 27 x 22.5
2,640
9호 2구
21 x 29.5 x 25
3,080
10호 2구
27 x 31 x 26.5
3,960
11호 2구
27 x 32 x 27.5
4,400

호수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가격(원)
341
385
484
594
660
770
880
990

스포이드 고무(일반)
MRS 45139

호수
2㎖
5㎖
10㎖

규격
소
중
대

가격(원)
880
990
1,210

스포이드 고무(실리콘)
MRS 45140

호수
2㎖
5㎖
10㎖

361

규격(높이x직경x하직경mm)
21 x 13 x 9.5
20.5 x 16 x 12
20 x 18.5 x 14
20 x 20 x 17
21 x 24 x 20
19 x 27 x 23.5
20 x 29 x 26
20 x 33 x 29.5

규격
소
중
대

가격(원)
2,200
2,640
3,3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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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피펫(보급형)
MRS 74289 	����������������������������������������������������������������������������������������������������������������������������������������� 각 198,000원
액체의 일정량을 가하거나 꺼낼 때 사용한다.
정해진 양(조절가능)을 연속으로 사용하는데 편리
함.
★측정할 액체의 부피 측정 눈금부(조절가능). 원
터치 팁 분리가능. 멸균가능제품(121℃ 멸균 세척
가능). 단위 ㎕ :마이크로미터
A형 용량 : 0.5~10㎕, 사용 가능 팁 : 10 white
용량 : 20~200㎕, 사용 가능 팁 : 100
C형
yellow
용량 : 1001,000㎕, 사용 가능 팁 : 1,000
D형
blue

마이크로피펫팁,랙

MRS 46071

MRS 46072

용량범위
20~200
일반형
100~1,000
20~200용(1,000개입)
피펫팁
100~1,000용(1,000개입)

가격(원)
330,000
330,000
44,000
44,000

깔대기 실리콘 (부착식)
MRS 74061 ................................................ 12,100원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사이즈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규격

120 X 45 X 35mm

규 격
1000/PK
10/PK
1000/PK
10/PK
1000/PK
10/PK
1000/PK
10/PK
250/PK
1/PK
200/PK
1/PK

모델
ST-300 (SP-2, SP-10)
랙 96홀
ST-200-Y (SP-20, 50, 100, 8-50,
8-200, 12-50, 12-200)
랙 96홀
ST-350-C (SP-250, 8-300, 12-300)
랙 96홀
ST-1000-B (SP-1000)
랙 100홀
ST-5000-C (SP-5000)
랙 35홀 팁제외
ST-10ML-C (SP-10ML)
랙 35홀 팁제외

소비자가
29,700
77,000
28,600
77,000
44,000
88,000
29,700
99,000
48,400
44,000
99,000
44,000

도자기•고무•플라스틱

액체의 일정량을 넣을 때 사
용합니다. 정해진 양(조절가
능)을 연속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합니다.
ㆍ 측정할 액체의 부피 측
정 눈금부(조절 가능)
ㆍ 원터치 팁 분리 가능
규격

화학

마이크로피펫

깔대기 실리콘 (접이식)
MRS 74062 ................................................11,000원

접어 쓸수 있어 공한활용에 좋습니다.
구멍에 걸어 편리하게 보관 할 수 있습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0 X 72 X 15mm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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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스토퍼
MRS 46073

D1

D2

L1

L2

•면전에비해 취급이 용이하며, 생력화, 인건비의 대폭감소가 가능합니다.
•면전에 비해 수분증발 속도가 1/2 이하입니다. 배양액의 이상농축및 PH변화가 적습니다.
•내열성이 우수하고 건멸멸균(180˚C) 고압증기 멸균에 의해 반복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약품에 우수합니다.
•열탕세정.중성세제로 세정 가능합니다.
•소수성때문에 용기와 Seal 부분에서 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화학

피펫펌프

D2

L1

L2

가격(원)

12

9

14

17

4,400

T-15

15

11

15

20

4,400

T-17

17

13

10

30

4,400

T-19

19

15

12

30

4,400

T-22

22

18

15

30

4,400

T-24

24

20

15

30

4,400

T-28

28

22

20

35

6,600

T-32

32

22

23

32

6,600

T-38

38

22

30

43

22,000

T-42

42

32

35

55

24,200

T-52

52

42

40

60

28,600

T-66

66

54

40

60

60,500

MRS 45144 ..............8,800원

도자기•고무•플라스틱

피펫에 꽂아 계량할 때 사용되며 정밀계측이
요구될 때 쓰는 슬라이딩 방식과 스포이드 방
식 2종류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의 바퀴를 돌림으로 용액을 빨아들이거나 방
출시키며 부드럽고 탄력성 있는 척은 유리나 플라스틱 피
펫을 안전하고 단단하게 기밀을 유지시켜 줍니다.
가격(원)
24,200
24,200
27,500

규격

고무관(라텍스)

이연구 펌프
MRS 45145 ............ 13,200원

간단한 가스샘플 및 펌프작업 자동뷰렛에 사
용합니다.

스포이드식

실리콘관

MRS 45141

363

D1

피펫필러

MRS 45143

규격
2㎖ Blue
10㎖ Green
25㎖ Red

규격
T-12

MRS 45142
호수 내경x외경 중량 가격(원)

호수 내경x외경

중량

가격(원)

4호

4x6

1kg 66,000

4호

4x6

10m 33,000

5호

5x7

1kg 66,000

5호

5x7

10m 35,200

6호

6x9

1kg 66,000

6호

6x9

10m 39,600

7호

7 x 10

1kg 66,000

7호

7 x 10

10m 44,000

8호

8 x 12

1kg 66,000

8호

8 x 11

10m 55,000

9호

9 x 13

1kg 66,000

9호

9 x 12

10m 72,600

10호

10 x 15

1kg 66,000

10호

10 x 14

10m 99,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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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커(유리)/MRS-45148
규격
50㎖
100㎖
200㎖
250㎖
300㎖
500㎖
1000㎖

비이커(DURAN)/MRS-45149
가 격(원)
2,860
2,860
3,190
3,630
4,070
6,050
9,900

비이커는 대개 액체를 넣거나 고체를 액체로 녹일
때 이용된다. 액체를 가열할 때도 사용되나 액체를
증발시키는데는 사용하지 못한다. 경질유리

석영(가열) 비이커/MRS-46074
가격(원)
70,400
99,000
253,000
330,000
440,000
714,000

5㎖
9,900
10㎖
11,000
25㎖
9,350
50㎖
8.250
100㎖
8,250
150㎖
9,350
250㎖
9,900
400㎖
11,000
600㎖
15,400
800㎖
22,000
1000㎖
24,200
우수한 내열 충격성, 화학적 내구성을 지닌 특수유리로서 열팽창률이
보통유리의 1/3 정도. 성형성이 좋은 저열팽창성의 유리로서 이화학용기나
내열조리기구 등에 널리 사용. 경질 1급 유리

손잡이 유리 비이커/MRS-45150
규격
250㎖
500㎖
1000㎖

가격(원)
17,600
22,000
28,600

코니컬비이커(유리)/MRS-46076

규격
내경 Ø55×80
외경 Ø80×100㎜

가격(원)
363,000

이중비이커의 내부를 진공한 용기
이며 외부와 직접적 열을 차단 하므로
성에 끼는 현상을 지연시켜 주므로
외부에서 내부관찰이 쉬운 기구.

규격

가 격(원)

100㎖

3,850

200㎖

4,400

250㎖

4,950

300㎖

5,500

500㎖

7,150

이화학실험 기구로 액체를 담는
용기이다. 전체적으로 원뿔모양에
가까운 것은 코니컬비이커라고
한다. 경질유리

둥근바닥플라스크/MRS-45154

둥근바닥플라스크(DURAN)/MRS-46077

규격

가 격(원)

규격

가격(원)

100㎖

3,520

50㎖

11,000

200㎖

4,400

100㎖

9,900

250㎖

4,950

250㎖

11,000

300㎖

5,500

500㎖

14,300

500㎖

7,480

1000㎖

22,000

1000㎖

12,100

액체시료의 가열, 보관에 사용되고,
부피 측정 반응 증류등에 사용되는
이화학 실험용 기구이다. 경질유리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열 충격성, 화학적 내구성을 지닌
특수유리로서 열팽창률이 보통유리의 1/3
정도. 성형성이 좋은 저열팽창성의
유리로서 이화학용기나 내열조리기구 등에
널리 사용. 경질 1급 유리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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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유리관으로 제작하여 표면이
깨끗하며 일정함. 손잡이
부착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가열시 본체보다 손잡이
부위온도가 낮음.
※주의사항 : 가열시 본체보다
손잡이 온도가 낮지만 뜨거우므로
장갑 등을 사용 할것. (화상주의)

연속용법으로 생산한 Tube Type 제품. 성분이
다른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 할 수 있는 방식.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투명석영관 및 석영봉은
사용 요구에 따라 O H수치를 조절. 또한,
할로겐램프 등 석영램프를 제조하고 UV램프
보호관, 전기로, 반도체장비 부품. 섬유관, 각종
실험기기 등에 사용됨. 높은 온도의 가열시 사용.
사용온도 1,000℃ / 최고사용온도 1,200℃

진공비이커/MRS-46075

가격(원)

화학

규격
50㎖
100㎖
250㎖
300㎖
500㎖
1000㎖

규격

화학

2018~2019

넓적바닥플라스크/MRS-45151
규격
100㎖
200㎖
250㎖
300㎖
500㎖
1000㎖

삼각플라스크/MRS-45152
가 격(원)
3,520
4,400
4,950
5,500
7,480
12,100

액체시료의 가열, 보관에 사용되고,
부피 측정 반응 증류등에 사용되는
이화학 실험용 기구이다. 경질유리

석영(가열) 삼각플라스크/MRS-46078

화학

규격

가 격(원)

100㎖
250㎖
500㎖
1000㎖

154,000
220,000
440,000
770,000

연속용법으로 생산한 Tube Type 제품.
성분이 다른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 할 수
있는 방식.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투명석영관
및 석영봉은 사용 요구에 따라 OH수치를
조절. 또한, 할로겐램프 등 석영램프를
제조하고 UV램프 보호관, 전기로,
반도체장비 부품. 섬유관, 각종 실험기기
등에 사용됨. 높은 온도의 가열시 사용.
사용온도 1,000℃ / 최고사용온도 1,200℃

유리

가지달린둥근플라스크/MRS-45155
규격
100㎖
200㎖
250㎖
300㎖
500㎖
1000㎖

가 격(원)
8,470
9,130
9,460
11,000
12,100
24,200

화학실험의 가열반응과 증류용으로
사용. 경질유리

스크류 공전 삼각플라스크/MRS-46080
규격
100㎖
250㎖
500㎖

가 격(원)
28,600
39,600
44,000

기존의 삼각플라스크에 약품, 시료
등을 밀폐시켜 보관하기에 용이.
경질유리

365

규격
50㎖
100㎖
200㎖
250㎖
300㎖
500㎖
1000㎖

가 격(원)
3,190
3,190
4,400
4,620
4,950
6,930
11,000

바닥이 넓어 안정적이어서 물질을
넣고 꺼낼때 많이 사용하는 실험기구.
경질유리

삼각플라스크(DURAN)/MRS-46079
규격

가격(원)

25㎖
9,350
50㎖
9,900
100㎖
9,900
200㎖
10,010
250㎖
10,120
300㎖
11,000
500㎖
14,300
1000㎖
25,300
우수한 내열 충격성, 화학적 내구성을 지닌
특수유리로서 열팽창률이 보통유리의 1/3 정도.
성형성이 좋은 저열팽창성의 유리로서 이화학용기나
내열조리기구 등에 널리 사용. 경질 1급 유리

가지달린삼각플라스크/MRS-45153
규격
100㎖
200㎖
250㎖
300㎖
500㎖
1000㎖

가 격(원)
8,800
9,570
11,000
12,100
14,300
25,300

화학실험의 가열반응과 증류용으로
사용. 경질유리

가지달린(가열)둥근바닥플라스크/MRS-46081
규격
100㎖
250㎖
500㎖

가격(원)
33,000
36,300
44,000

열에 강하여 가열시험에 적합하다.
※경질 : 1급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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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병(광구-백색) /MRS-45156
규격
60㎖
120㎖
250㎖
500㎖
1000㎖

시약병(광구-갈색)/MRS-45157
가 격(원)
4,730
5,610
6,600
8,800
13,200

규격
60㎖
120㎖
250㎖
500㎖
1000㎖

용액을 담거나 보관할 때 사용.
연질유리

시약병(세구-백색)/MRS-45158

용액을 담거나 보관할 때 사용.
연질유리

시약병(세구-갈색)/MRS-45159
가 격(원)
4,290
4,400
5,500
7,150
11,000

규격
60㎖
120㎖
250㎖
500㎖
1000㎖

용액을 담거나 보관할 때 사용.
연질유리

용액을 담거나 보관할 때 사용.
연질유리

점적병(갈색)/MRS-45169

규격
30㎖
50㎖
100㎖

가 격(원)
4,400
4,840
6,600

규격
30㎖
50㎖
100㎖

가 격(원)
4,840
6,600
6,930

캡(스포이드만)
30㎖
50㎖
100㎖

가 격(원)
2,750
2,860
3,300

캡(스포이드만)
30㎖
50㎖
100㎖

가 격(원)
2,750
2,860
3,300

용액을 보관하거나 쉽게 덜어쓸 수
있도록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 용기.
연질유리

스포이드시약병(백색)/MRS-45162
규격
50㎖
100㎖
250㎖
500㎖

유리

점적병(백색)/MRS-45168

가 격(원)
5,830
6,050
8,800
10,780
15,400

용액을 보관하거나 쉽게 덜어쓸 수
있도록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 용기.
연질유리

스포이드시약병(갈색)/MRS-45163

가 격(원)
5,500
6,930
8,800
12,100

화학실험에서 미량의 용액에 미량의
시약을 점적하여 예민한 반응을
실험하는 용기. 연질유리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50㎖
100㎖
250㎖
500㎖

가 격(원)
7,700
8,800
12,100
15,400

화학실험에서 미량의 용액에 미량의
시약을 점적하여 예민한 반응을
실험하는 용기. 연질유리

화학

화학

규격
60㎖
120㎖
250㎖
500㎖
1000㎖

가 격(원)
6,380
6,600
8,800
11,000
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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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병(메디아병-백색)/MRS-45160
규격
100㎖
250㎖
500㎖
1000㎖

샘플병(메디아병-갈색)/MRS-45161

가격(원)
3,960
5,280
6,600
9,240

시약 및 샘플보관에 사용하는
기구, 눈금이 있어 계량에 편리.

스크류캡바이알병(백색)/MRS-45205

화학

규격
Ø12×36㎜ / 2㎖
Ø15×45㎜ / 5㎖
Ø16×60㎜ / 8㎖
Ø22×49㎜ / 10㎖
Ø22×65㎜ / 15㎖
Ø26×60㎜ / 20㎖
Ø26×75㎜ / 25㎖
Ø30×75㎜ / 30㎖
Ø30×90㎜ / 40㎖
Ø30×110㎜ / 50㎖
Ø42×80㎜ / 80㎖
Ø42×110㎜ / 100㎖

가격(원)
572
605
660
770
935
990
1,100
1,320
1,430
1,540
5,500
6,600

시약 및 샘플보관에 사용하는
기구, 눈금이 있어 계량에 편리.

규격
Ø12×36㎜ / 2㎖
Ø15×45㎜ / 5㎖
Ø22×49㎜ / 10㎖
Ø22×65㎜ / 15㎖
Ø26×60㎜ / 20㎖
Ø26×75㎜ / 25㎖
Ø30×75㎜ / 30㎖
Ø30×90㎜ / 40㎖
Ø30×110㎜ / 50㎖
Ø42×80㎜ / 80㎖
Ø42×110㎜ / 100㎖

가격(원)
660
715
880
990
1,100
1,320
1,540
1,870
1,980
6,930
9,900

유리

스포이드병(갈색)/MRS-45208
가격(원)
990
1,320
1,980
2,420
2,640
3,300

화학실험에서 미량의 용액에
미량의 시약을 점적하여 예민한
반응을 실험하는 기구.

주사약병(만능병-백색)/MRS-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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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5,500
6,930
8,800
14,300

스크류캡바이알병(갈색)/MRS-45206

스포이드병(백색)/MRS-45207
규격
Ø22×41㎜ / 5㎖
Ø26×48㎜ / 10㎖
Ø22×65㎜ / 15㎖
Ø26×62㎜ / 20㎖
Ø26×75㎜ / 25㎖
Ø30×75㎜ / 30㎖

규격
100㎖
250㎖
500㎖
1000㎖

규격
Ø15×45㎜ / 4㎖
Ø22×49㎜ / 10㎖
Ø22×65㎜ / 15㎖
Ø26×62㎜ / 20㎖
Ø30×75㎜ / 30㎖

가격(원)
1,540
2,420
2,640
3,300
4,400

화학실험에서 미량의 용액에
미량의 시약을 점적하여 예민한
반응을 실험하는 기구.

주사약병(만능병-갈색)/MRS-45210

규격

가격(원)

규격

가격(원)

Ø15×33㎜ / 2㎖

660

Ø22×44㎜ / 8㎖

880

Ø22×40㎜ / 5㎖

770

Ø22×54㎜ / 10㎖

990

Ø22×44㎜ / 8㎖

880

Ø26×64㎜ / 20㎖

1,210

Ø22×54㎜ / 10㎖

946

Ø32×65㎜ / 30㎖

1,980

Ø35×90㎜ / 50㎖

2,640

Ø26×60㎜ / 20㎖

1,100

Ø33×60㎜ / 30㎖

1,540

Ø35×80㎜ / 50㎖

1,98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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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병/MRS-46082

광구병/MRS-45212
규격
가격(원)
60×80×131㎜ / 450㎖ 4,400
60×100×164㎜ / 890㎖ 5,500

규격
가격(원)
45×61×76㎜ / 100㎖
3,300
45×62×108㎜ / 220㎖ 4,400
77×92×116㎜ / 500㎖ 5,720
77×98×184㎜ / 1000㎖ 6,930

배양, 시약, 샘플병으로 사용
가능.

배양, 시약, 샘플병으로 사용
가능.

샬레(유리)/MRS-45178

시계접시/MRS-45179
규격
Ø90㎜
Ø120㎜
Ø150㎜

가격(원)
4,400
6,600
12,100

규격
Ø90㎜
Ø120㎜

규격
무구
1구
2구

가격(원)
11,000
13,200
14,300

깔대기(유리)/MRS-45164
규 격 가격(원)
Ø60㎜
3,300
Ø75㎜
3,850
Ø90㎜
6,380
Ø120㎜ 13,200

각종 실험시 약품
및
액 체 를
안전하게 주입
(이동)시킬 때
안전을 위해 사용
한다.
경질유리

규격
100㎖
250㎖
500㎖
1000㎖

분별깔대기(테프론콕크-백색)/MRS-46083

가격(원)
41,800
49,500
66,000
88,000

규격
100㎖
250㎖
500㎖
1000㎖

비중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액체를 분류
할 때 사용하는
깔대기로 혼합을
하기 위한 뚜껑이
있고 유리 콕크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
경질유리

콕크깔대기(유리)/MRS-45166
규격
Ø60㎜
Ø75㎜
Ø90㎜

가격(원)
66,000
72,600
88,000
110,000

비중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액체를 분류
할 때 사용하는
깔대기로 혼합을
하기 위한 뚜껑이
있고 테프론 콕크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
경질유리

콕크깔대기(테프론) /MRS-46084

가격(원)
49,500
48,400
55,000

콕크가 달려있어
약품 및 액체를
안 전 하 게
주입(이동) 시킬 때
안 전 을 위 해
사용한다.
경질유리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Ø60㎜
Ø75㎜
Ø90㎜

가격(원)
55,000
66,000
72,600

콕크가 달려있어
약품 및 액체를
안 전 하 게
주입(이동) 시킬 때
안 전 을 위 해
사용한다.
경질유리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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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가스발생기에 액체
시약을 주입 시킬 때
사용.
경질유리

분별깔대기(스킵형-백색)/MRS-45195

화학

이화학 실험에 쓰는 운두가 낮은
접시 모양의 유리기구로 증발을
시킨 다음 결정을 석출 시키는
경우 사용되는 기구. 연질유리

화학반응 실험이나 건조, 생물의
배양 실험 등에 사용. 보통질

안전깔대기/MRS-45165

가격(원)
2,640
3,300

화학
유리관/MRS-45198

2018~2019
유리막대/MRS-45197

규격 / 용량 가격(원)
Ø6×100㎜
880
Ø6×150㎜
990
Ø6×170㎜
1,210
Ø6×200㎜
1,210
Ø6×300㎜
1,320
Ø10×100㎜
1,100

화학실험용 유리기구.

시험관/MRS-45172

규격 / 용량
Ø4×300㎜
Ø6×200㎜
Ø6×250㎜
Ø6×300㎜
Ø9×200㎜

연결관/MRS-45199
가격(원)
1,320
1,210
1,430
1,540
3,300

화학용 실험기구로
사용되는 유리 막대는
주로 물질을 혼합할 때
저어 주는 용도로 사용.

눈금시험관/MRS-45173

화학

규격
가격(원)
Ø13×120㎜ 330
Ø15×150㎜ 440
Ø18×180㎜ 572
Ø22×200㎜ 726
Ø24×200㎜ 968
Ø26×200㎜ 1,210
Ø30×200㎜ 1,430
갈색 규격 가격(원)
Ø18×180㎜ 1,540
간단한 화학반응에 주로 사용되는
기다란 원통 형의 실험기구.

유리

가열(석영)시험관/MRS-46085
규격
가격(원)
Ø30×300㎜ 110,000
Ø22×300㎜ 77,000

높은 온도의 가열시
사용
사용온도 1000℃
최고사용온도 1200℃

규격 / 용량

가격(원)

Ø15×100㎜
3,300
10㎖
Ø15×150㎜
3,630
15㎖
Ø18×180㎜
4,840
30㎖
Ø22×200㎜
5,500
50㎖
Ø24×200㎜
6,600
60㎖
용량 눈금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 경질유리

눈금캡시험관/MRS-45175
규격 / 용량 가격(원)
Ø16×150㎜
7,040
20㎖
Ø18×180㎜
7,150
30㎖
Ø26×200㎜
7,700
70㎖
Ø30×230㎜
8,800
100㎖

규격
ㄱ자관
Y자관
T자관

가격(원)
2,200
2,200
2,200

캡시험관/MRS-45174
규격
가격(원)
Ø16×150㎜
1,320
Ø18×180㎜ 1,540
Ø20×180㎜ 2,200
Ø26×200㎜ 2,750
Ø30×200㎜ 3,300

용액을 담거나 보관할
때 사용. 경질유리

입말음 시험관/MRS-45176
규격
가격(원)
Ø15×150㎜
1,320
Ø18×180㎜ 1,540
Ø22×200㎜ 1,760

시험관 입구를 말아
고무마개 꽂기가
용이하고, 열에강함.
경질유리

용량 눈금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뚜껑이 있어
보관이 용이함. 경질유리

가지달린시험관/MRS-45171
종류
규격
경 질 Ø22×200㎜
Ø24×250㎜
BoroØ28×250㎜
3.3가열
Ø30×250㎜

가격(원)
4,400
15,400
16,500
22,000

시험관 상단 한쪽에 가지
모양의 짧은 유리관이 달려져
있어 시험관에서 발생되는
기체가 가지를 통해 모아지면
기체를 모아서 시험관에
담겨진 시료의 특징을 알아
보는데 쓰는 기구.

369

가열시험관-Boro3.3/MRS-46086
규격
가격(원)
Ø22×210㎜ 7,700
Ø24×210㎜ 9,900
Ø30×210㎜ 12,100

간단한 화학반응에
주로 사용되는 기다란
원통 형의 실험기구.
사용온도 - 400℃
최고 사용온도 500℃

진공시험관/MRS-46087
규격

내경
Ø20×180㎜,
외경
Ø35×210㎜

가격(원)

132,000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색식별 시험관/MRS-45177

표본병/MRS-45220
15,400

18,700

19,800

20㎝

17,600

19,800

24,200

4.5㎝

6㎝

7.5㎝

25㎝

22,000

24,200

28,600

30㎝

24,200

29,700

33,000

35㎝

28,600

36,300

36,300

지름
높이
20㎝
25㎝
30㎝
35㎝

ㆍ 기존의 투명 시험관과 달리 약품명의 라
벨이 떨어졌을 때에는 시험관의 색으로
약품 구별이 가능.
ㆍ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함 (※
시험관대 별매)

9㎝

10.5㎝

28,600
33,000
37,400
41,800

30,800
36,300
39,600
44,000

곤충채집에서 채취한 실험재료를 담는 병으로
많이 사용.
연질유리

가격(원)
66,000

화학

규격
A형 : 18ⅹ180㎜
(6색ⅹ5개=30개입)
B형 : 21ⅹ210㎜
(6색ⅹ5개=30개입)

지름
높이
15㎝

88,000

데시게이터/MRS-45196

실리카겔(데시게이터용)/MRS-46088
온도범위
백색:(800g)
청색:(800g)

가격(원)
60,500
77,000
132,000
176,000

데시게이터 내부의 수분을 흡수
하는 재료입니다.
청색은 포화량의 수분을 흡수하
면 백색으로 변하여 교체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건조용 유리제의 용기로써
중간이 잘룩한 곳에 자기로 만든
구멍이 있는 원판이 얹혀져있다.
용기의 하부에 실리카겔 등의
건조제를 넣고, 원판 위에는
건조시킬 물질을 올려 놓는다.
마개에는 바세린을 발라
밀착시켜 놓는다.

등피/MRS-45202

가격(원)
17,600
19,800

집기병/MRS-45200
규격
유리제

가격(원)
9,020

촛불의 연소실험이나 열의 이동
실험에 사용.

규격
100㎖
250㎖
500㎖
1000㎖

가격(원)
3,300
4,400
5,500
13,200

화학반응(연소 또는 산화) 실험에
주로 사용 되고, 기체를 모으는데
사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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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규격
Ø180㎜
Ø210㎜
Ø240㎜
Ø300㎜

화학

2018~2019

스포이드/MRS-45187
규격
2㎖
5㎖
10㎖

비중병(게이-뤼삭형)/MRS-46089
가격(원)
2,640
2,860
3,300

고무
2㎖용
5㎖용
10㎖용

가격(원)
880
990
1,320

규격
25㎖
50㎖

용액의 비중을 측정 하는데
사용.

한쪽 끝에는 고무가 달려 있고 다른쪽 끝은
가늘게 되어 있는 유리관으로 소량의 액체를
빨아 내거나 한방울씩 떨어 뜨리는데 사용.

뷰렛(백색-유리)/MRS-45180

화학

규격
10㎖
25㎖
50㎖
100㎖

가격(원)
29,700
33,000
36,300
44,000

유리

액체를 담는 긴
관으로 아래에는
유리 콕크가 달려
있다. 대부분의 적정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 험
기 구 로
사용되는 액체의
사용량을 알 수 있는
기구.
경질유리

가격(원)
14,300
17,600

뷰렛(백색-테프론)/MRS-46090
규격
10㎖
25㎖
50㎖
100㎖

평량병/MRS-46091

가격(원)
60,500
66,000
77,000
88,000

액체를 담는 긴
관으로 아래에는
테프론 콕크가 달려
있다. 대부분의 적정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 험
기 구 로
사용되는 액체의
사용량을 알 수 있는
기구.
경질유리

규격
20㎖
30㎖
50㎖

가격(원)
11,000
12,100
15,400

고체또는 액체 시료를 화학 평칭으로
평량하는데 쓰이는 기구.

뷰렛(갈색-유리)/MRS-45181
규격
10㎖
25㎖
50㎖
100㎖

가격(원)
33,000
36,300
44,000
48,400

액체를 담는 긴
관으로 아래에는
유리 콕크가 달려
있다. 대부분의 적정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로 사용
되는 액체의 사용량
을 알 수 있는 기구.
경질유리

뷰렛(갈색-테프론)/MRS-46092
규격
10㎖
25㎖
50㎖
100㎖

수조(유리)/MRS-46093

가격(원)
66,000
77,000
88,000
99,000

액체를 담는 긴
관으로 아래에는
테프론 콕크가 달려
있다. 대부분의 적정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로 사용
되는 액체의 사용량
을 알 수 있는 기구.
경질유리

규격
Ø150×120㎜
Ø180×150㎜
Ø210×160㎜
Ø240×180㎜
Ø300×210㎜

가격(원)
33,000
44,000
60,500
77,000
132,000

액체(물)를 담는 그릇으로서 빛의 굴절, 빛의 진행,
식물성장 관찰, 집기병으로 기체를 모으는 장치
등에 사용되며, 뜨거운 물을 넣으면 깨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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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실린더/MRS-45186
규격
5㎖
10㎖
20㎖
25㎖
50㎖
100㎖
200㎖
250㎖
300㎖
500㎖
1000㎖
2000㎖

가격(원)
6,600
7,260
7,260
7,260
8,800
9,350
12,100
13,200
16,500
22,000
44,000
55,000

원통형 유리그릇에 눈금이 있어
체적을 신속히 알고 싶은 경우나
후에 표정을 요하는 표준액의
제조등에 사용. 정밀도가 낮아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 무전, 경질유리

일정용적의 용액을
꺼낼 때 사용. 소량
이하의 적당량을
취할 수 있게 눈금이
표시 되어 있다.

메스플라스크(백색)/MRS-45182
규격
가격(원)
5㎖
8,800
10㎖
7,700
20㎖
7,700
25㎖
7,700
50㎖
9,900
100㎖
11,000
200㎖
17,600
250㎖
19,800
500㎖
22,000
1000㎖
33,000
2000㎖
44,000
정량의 용액을 담아 두는데
필요하며, 용적 표시 눈금이
붙어 있는 플라스크. 액체를
정밀 하게 잴 때나 농도가
일정한 용액을 만들 때
사용. 경질유리

규격
1㎖
2㎖
3㎖
5㎖
10㎖
15㎖
20㎖
25㎖
50㎖
100㎖

가격(원)

5㎖
44,000
10㎖
29,700
25㎖
29,700
50㎖
33,000
100㎖
35,200
250㎖
46,200
500㎖
61,600
1000㎖
93,500
우수한 내열 충격성, 화학적
내구성을 지닌 특수유리로서
열팽창 률이 보통유리의 1/3
정도. 성형성이 좋은
저열팽창성의 유리로서
이화학용기나 내열조리 기구
등에 널리 사용.
경질 1급 유리

원통형 유리그릇에 눈금이 있어
체적을 신속히 알고 싶은 경우나
후에 표정을 요하는 표준액의
제조등에 사용. 정밀도가 낮아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 유전, 경질유리

홀피펫/MRS-45185
가격(원)
4,840
4,840
4,840
4,840
4,840
5,720
7,700
9,900
19,800
22,000

규격

가격(원)
14.300
14.300
14.300
14.300
15,400
17,600
19,800
22,000
22,000
33,000
60,500
66,000

킵장치/MRS-45216
규격
250㎖
500㎖

가격(원)
4,620
4,620
4,620
4,840
5,500
6,930
8,800
11,000
19,800
22,000

가격(원)
198,000
242,000

황화수소와 같이
유독하여 간격을
두고 발생시킬
필요가 있을때
사용되는 기구.

유리

규격
1㎖
2㎖
3㎖
5㎖
10㎖
15㎖
20㎖
25㎖
50㎖
100㎖

규격
5㎖
10㎖
20㎖
25㎖
50㎖
100㎖
200㎖
250㎖
300㎖
500㎖
1000㎖
2000㎖

메스실린더(DURAN)/MRS-46095

일정용적의 용액을
꺼낼 때 사용. 필요한
양을 정확히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질유리

메스플라스크(갈색)/MRS-45183

화학

메스피펫/MRS-45184

메스실린더(공전)/MRS-46094

SS 여과장치/MRS-45217

규격
가격(원)
5㎖
8,800
10㎖
8,800
20㎖
8,800
25㎖
8,800
50㎖
9,900
100㎖
11,000
200㎖
19,800
250㎖
22,000
500㎖
24,200
1000㎖
36,300
2000㎖
48,400
정량의 용액을 담아 두는데
필요하며, 용적 표시 눈금이
붙어 있는 플라스크. 액체를
정밀 하게 잴 때나 농도가
일정한 용액을 만들 때
사용. 경질유리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가격(원)
1000㎖
297,000
고무마개형
1000㎖
440,000
조인트형

미리 무게를 단 유리
섬유 여지(GF/C)를
여과지에 부착하여
일정량의 시료를
여과시킨 다음
함량으로 건조하여
무 게 를
달 아
여 과 전 · 후 의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차를 산출하여
부유 물질의 양을
구하는 장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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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병/MRS-45215
규격
100㎖
250㎖
500㎖

U자시험관/MRS-45167
가격(원)
6,600
7,700
11,000

규격
Ø22㎜

염화칼슘관MRS-45204

효모균의 발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발생과
알콜을 검출하는데 사용.

규격
Ø22㎜

화학
라디오미터/MRS-45218

유리종/MRS-34100

유리

복사열 실험장치로
알미늄 회전차에 한쪽
방향을 전자차단
코
팅
하
여
진공봉합된기기.
가격

규격
Ø110×180㎜

증류수 제조장치(죠인트형/고무마개형)/MRS-46096
죠인트형 규격
500㎖
1000㎖

가격(원)
330,000
363,000

고무마개형 규격
500㎖

가격(원)
286,000

가격(원)
22,000

B.O.D분석을 위한 샘플
보관과 배양을 위한 기구.
유리제

규격
100㎖
250㎖
300㎖
500㎖
1000㎖

가격(원)
13,200

가격(원)
19,800
26,400
27,500
37,400
70,400

흡인병과 흡인깔대기를 조합시켜
감압 여과 또는 흡인여과에 사용한다.
감압여과는 여과하기 어려운여과,
대량 여과, 급속여과 등에 이용.
경질유리

[특징]
ㆍ 액체를 증류시켜 정제하거나,
가열하거나 할 때 기화되어
생긴 증기를 물로서 능률적으
로 식혀 액화하는데 사용.
ㆍ 끓는점이 낮은 물질은 기화되
어 올라가고 끓는점이 높은
물질은 액화되어 내려가므로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가 있
다.
ㆍ 보관상자가 있어 관리가 편리
하다.

죠인트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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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300㎖

분별증류장치/MRS-46097

물을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냉각기에 통과시켜 증류수를
만드는 장치.

고무마개형

B.O.D병/MRS-45214

흡인병(여과병)/MRS-45203

공기(대기)의 성질(무게,
성분)을 알아보는
실험(연소실험)을 하는
종모양으로 된 유리
기구.

187,000원

가격(원)
9,900

기체 발생장치로서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체를 발생시킬 때
사용. 경질유리

가격(원)
17,600

발생한 기체는 불순물이
섞인 혼합 기체 이므로
순수한 기체로 정제와
기체를 건조시킬 때
사용. 경질유리

20㎖
경질 2급유리제
가격
24,200원
규격

규격
Ø22㎜

가격(원)
9,900

전기분해, 전극실험등
화학반응 실험이나
기체를 건조시킬 때
사용. 경질유리

큐네발효관/MRS-45213

Y자시험관/MRS-45170

가격

증류장치겸 냉각기, 아답터, 온도계, 비이커, 실리콘호스,
수도호스, 고무마개(수도연결용),보관상자.
308,0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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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히냉각기/MRS-45193

속시렛추출기/MRS-45191
규격
250㎖
500㎖

규격
가격(원)
길이 300㎜ 27,900
아답터
14,300

가스세척병(휠터부착형)/MRS-46099

가격(원)
110,000

규격
250㎖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
시키는 장치.
경질유리

뉴샤텔 비중병/MRS-46100

가격(원)
121,000

규격
275㎖
290㎖

증류장치/MRS-45192

가격(원)
66,000
77,000

시멘트의 종류와
풍화 정도를 알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배 합 설 계 에 서
비율을 구하는데
사용.
(시멘트의 비중은
혼합물 첨가, 화학
성분에 의해 변화
한다) 경질유리

화학실험용키트/MRS-45219
규격
500㎖

가격(원)
220,000

액체를 증류시켜
정제하거나 가열하거나
할때 기화되어 생긴
증기를 물로서 능률적
으로 식혀 액화하는데
사용. 유리제

구성
18종 1조

가 격(원)
990,000

필요에 따라 다용도로 실험 가능.
안전한 보관/운반 및 취급을 위하여
투명 케이스에 포장하여 Full- Set로
공급.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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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기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나 불순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기구. 경질유리

기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나
불순물을 제거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경질유리

가격(원)
154,000

화학

규격
250㎖

규격
300㎖

가격(원)
198,000
220,000

적당한 용매를
이용하여 고체(쌀겨,
콩 가루 등) 에서
용해 성분(유지
등)을 연속적으로
추 출
( 빼 냄 )
시키는데 사용. 경질
1급유리

가열된 증기를
냉각하여 액체로
만들고 물질을 증류,
정제하거나 가열 시
액체가 기화하여
증발 하는 것을 방지.
경질유리

가스세척병/MRS-46098

COD증류장치/MRS-45194

지구과학

2018~2019

지구과학

풍향풍속계(설치용, 스텐)
MRS 51001 ......................................... 880,000원

풍향풍속계(설치용 디지털스텐)
MRS 51003 ..................................... 2,090,000원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풍향계는 화살모
양의 날개로 되어있으며, 풍향을 읽을 수 있는 방위판이 부착되어 있고
풍속계는 +자형 팔에 반구형의 풍배가 붙어 있어 풍속을 측정할 수 있
습니다.
(※ 설치비 별도)

건물의 옥상이나 통풍이 잘되고 평탄한 곳(학교는 운동장 기상대)에 설
치하는 고정식 풍향풍속계입니다.

규격
구성

높이 4m, 스테인리스 2단 조립식
고정식 설치용(스텐제), 목측용, 야외설치용 풍향풍속
날개에 베어링 사용

풍향풍속계(이동용디지털식)
MRS 51005 ...........264,000원

규격
구성

높이 4m, 케이블 30m 본체
스테인리스 2단조립식, 풍향풍속 날개에 베어링 사용, 디지털식
0.1~60m/sec, 풍속교정장치, 전기반 포함 (설치비 별도)

기상관측세트(휴대용)
MRS 51004 .......... 836,000원

백엽상
MRS 51013

기상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구
입니다.
측정범위 0~70m/sec
방위판 및 계기판(디지털)부착,
구성 풍향풍속 날개 베어링 사용, 전원 Fc
9V건전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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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을 관찰하기 위해 기상대에 설치하거나
야외 관찰시 휴대하기 편리하게 제작된 다용
도 기상관측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증발계(Ø100mm), 지중온도계(300mm)
휴대용풍향풍속계, 우량계, 습도계,
아네로이드기압계

기온이나 습도를 정확히 재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평탄한 곳에 설치하는 나무로 만든 기상
관찰상자이다. 4면의 벽은 나무 창살, 지붕도
나무 판자로 되어 있고 일사 또는 지면의 반
사를 막기 위해 상자 내외부를 흰색 페인트로
도색하였습니다.
[설치] 밑면은 지면에서 1.2~1.5m 정도의 높
이에 설치하고, 백엽상의 문은 정북쪽으로 되
도록 합니다 .(※ 설치비 별도)
구분
A형
B형

규격
600 x 600mm
700 x 700mm

가격(원)
594,000
660,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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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풍향 풍속계
MRS 51008 ........... 132,000원

풍향계(휴대용)
MRS 51006 .............55,000원

지중온도계
MRS 51015 ........... 132,000원
지온(땅속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기온과의 차이를 비
교, 관찰합니다.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중

구성

규격

휴대용으로 가볍고 실험조작이 극히 간단합
니다. 풍향을 가리키고 또한 독특한 풍력 지
시장치를 갖추고 있어 바람의 세기, 단계가
눈금판으로 직독 가능합니다.
규격

200 x 200 x 300mm, 풍향 16방위
풍속 10m/s

규격

200 x 200 x 300mm

우량계(소형)
MRS 51017 ............. 77,000원

우량계(3종)
MRS 51016 ...........143,000원

지구과학

아네로이드 기압계
MRS 51041 ........... 132,000원

휴대용이며 유연하게 회전하는 16방위의 풍
향계입니다. 나침반이 부착되어 바람의 방향
확인이 간편합니다.

스테인리스제,
뚜껑부, 3종
1조, 온도계
-10℃~110℃
및 보호관 3개
3종(길이
500, 1,000,
1,500mm)

기상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만든 간이형 기압계로서
휴대 및 관측 등이 편리하며 고도계로서 사용
합니다.
규격

규격

3종 1조, 저수기,
저수병, 우량계
Ø100 x 300mm, 스테인리스제

Ø140 x 40mm

한난계
MRS 51019 ................ 3,300원

대기의 온도를 재는 기구입니다.
※ -20℃~50℃ 판부
규격

구성

60 x 235 x 20mm

비, 눈, 우박 또는 이슬, 서리, 안개 등의 강수
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구성
규격

3종 1조, 저수기, 저수병, 우량실린더
Ø200 x 600mm, 스테인리스제

최고최저 온도계
MRS 51020 ..............15,400원

건습구 습도계
MRS 51021 ............... 6,600원

일정기간(보통 1일~1주일)동안의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 -50℃~50℃ U자형 판부

건구, 습구 온도계의 온도차를 알아보는 기구
입니다.
※ -20℃~50℃ 판부

규격

60 x 260 x 40mm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0 x 310 x 30mm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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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날씨예보판
MRS 51034 ........... 154,000원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표기하며 날씨예
보 및 기상설명에 편리합니다.
규격

600 x 600mm

2018~2019
일기도 흑판
MRS 51031

우리나라 부근 백지도에 지명을 기입한 흑판으로서 일기도
를 그리는 방법 및 읽는 방법을 이해시키고 교내 일기예보
등에 활용합니다. (일기예보 년, 월, 일 및 기상기호표 인쇄)
구분
소형
대형

지구과학

자석식 일기도판
MRS 51032 ........... 198,000원

기상

우리나라 부근 백지도에 지명을 기입한 자석판으로 대
표적인 날씨기호, 고기압, 저기압 및 풍력기호, 전선기호
들로 구성되어 변해가는 날씨, 기상설명에 최적입니다.
규격

•풍속과 온도를 같이 측정 가능
•가볍고 휴대가 용이. 최대 값 / 최소 값 / 평균 값 측정 가능
•자동 꺼짐 기능
온도 측정 범위 -10도~45도
풍량 측정
풍속 측정 범위

0.3m/s~30m/s

사양

정확도-풍속 ±5%, 온도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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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900 x 900mm
900 x 1200mm

가격(원)
165,000
209,000

자석식 일기도부호표
MRS 51033 .............99,000원

일기도 칠판에 부착 및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규격

18종 50개

단열변화에 관련된 학습을 그래프를 이용하
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흑판입니다.
규격
구성

900 x 1,200mm
온도선, 단열선, 이슬점, 습윤온도선
표시

일기도용지
MRS 51035 ....................440원

일기도 실습에 사용합니다.
규격

530 x 480mm

900 x 900mm, 천기기호 8종 16매

디지털풍속계(센서일체형.휴대용)
MRS 56004 ............. 99,000원

분해능

단열변화 그래프칠판
MRS 51026 .......... 209,000원

0.1m/s, 0.2도

불가능

℃, ˚Ｆ변환 가능
전원
사이즈

CR2032 3V
105x40x15mm

풍향풍속계(디지털 핸디형)
MRS 51037 ...........275,000원

초경량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측정범위]
ㆍ 1.1~20mm/sec
ㆍ 60~3,937Ft/min
ㆍ 0.8~72km/hour

디지털풍속계
MRS 51038 .......... 220,000원

미세한 바람에도 반응하는 정밀한 풍속계입
니다.
측정범위 1.1~30m/s
측정온도 -10~60℃
크기 165 x 54 x 3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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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변화실험장치(디지털 A형)
MRS 51043 .......................................... 132,000원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출원중

규격

170 x 210 x 320mm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출원중

공기의 단열팽창에 의한 수증기의 응결로 구름생성(안개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단열변화와 상대습도 변화와의 관계를 이해시킵니다.
[특징]
ㆍ 디지털 온도계부착으로 단열변화에 의한 온도변화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규격

170 x 210 x 310mm

단열진공구름발생기(교사용)
MRS 51049 ......................................... 330,000원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출원중

구름 발생에 있어 온도와 기압의 변화에 따른 정밀 실험이 가능할 수
있게 압력계와 디지털온도계를 사용하여 수시로 압력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공상태에서의 소리전달을 실험하기 위하여 용기 내부에
부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격

170 x 210 x 260mm

압력계와 디지털 온도계가 부착되어 압력과 단열온도변화의 실험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또한,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모두 실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온도변화와 구름발생과정이 모두 설명 가능한 실험교재입니다.
1. 압축 시
팽창밸브를 잠그고 압축펌프를 여러 번 누르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압력계 수치가 0.5kgf/cm2까지 올라가면 (절대
0.5kgf/cm2이상 올리지 마십시오.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팽창밸브를 열면서 상자 안을 살펴봅니다. 구름이 형성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내벽에 묻히거나 향 연기를 주입하시면 더욱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팽창 시
압축밸브를 잠그고 팽창피스톤의 앞쪽에 뚫린 구멍을 막은 뒤 피스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팽창피스톤 작용이 힘들 때 압축밸브를 열면서 상자 안을 살펴봅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구름발생
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내벽에 묻히거나 향 연기를 주입하시면 더욱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200 x 100 x 300mm, 투명아크릴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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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단열진공 구름발생기(디지털식)
MRS 51045 .......................................... 176,000원

단열변화 실험장치(디지털 B형)
MRS 51044 ........................................... 121,000원

지구과학

공기의 단열팽창에 의한 응결로 구름생성(안개발생)원리를 설명하고 단
열변화와 상대습도 변화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특징]
ㆍ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 압력을 확인할 수 있다.
ㆍ 디지털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 온도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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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진공구름발생기(학생용)
MRS 51047 .......................................... 165,000원

단열진공구름발생기(신형)
MRS 51048 ..........................................242,000원

압축시

팽창시

그 외 실험(소리전달, 파동)

지구과학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모두 실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온도변화와 구름발생과정이 모두 설명 가능한 교재로서 풍선을 넣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압축과 팽창 실험을 보다 확연히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압축 시
팽창밸브를 잠그고 압축펌프를 여러 번 누르면 풍선이 작아집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더 이상 압축펌프가 눌러지지 않을 때 팽창밸브를 열면 풍선이 커지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구름발생이 확연히 보입니다. (물을 내벽에 묻히거나 향 연기를 주입하시면 더욱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팽창 시
압축밸브를 잠그고 팽창피스톤의 앞쪽에 뚫린 구멍을 막은 뒤 피스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온도가 내려가고 풍선이 커집니다. 팽창피스톤 작용이 힘들 때 압축밸브를 열면 온도가 올라가고 구름발생이 확연히 보입니다. (물을 내벽에 묻히거나 향 연기를 주입하시면 더욱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실험(소리전달, 파동)
휴대폰을 단열진공구름발생기 수조 안에 넣고 팽창피스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수조 안의 공기를 팽창시키면 휴대폰의 벨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고 압축밸브를 열면 휴대폰의 벨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는데 이것은 진공상태로 갈수록 소리전달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파동에 관한 실험입니다.

규격
구성

150 x 150mm
액정온도계, 풍선 1개, 알코올온도계 50℃ 1개

규격
구성

단열변화실험장치

유리수조 120 x 180mm
압력계, 흡입계, 액정온도계, 막대온도계, 스포이드, 주사기

단열변화 실험장치(신형)
MRS 56008 .......................................... 187,000원

MRS 51050
기상

측정 정밀도 향상

실험용기 재질을 부드럽고 강한 PC를 사용하여,
압력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떨어졌을 때도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PC(polycarbonate)는 내구성과 내충격성이 탁월함

<압력계부>
● 규격: 160 × 232mm
● 구성: 단열 변화 실험장치, 공기 펌프, 알카라인 건전지 4개( A76, LR44)

안전밸브
던롬밸브

배출밸브

안전성 확보에도 최우선
안전밸브(Safety Valve)로
공기 자동배출 구조(2bar)

디지털온도계

<일반형>
공기의 단열팽창에 의한 수증기의 응결로 구름생성(안개발생)원리를 설
명하고 단열변화와 상대습도 변화와의 관계를 이해시킵니다.
구분
압력계부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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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70 x 170 x 200mm, 단열병,
공기펌프(진공펌프겸용), 온도계 -20~110℃
온도계 1개, 고무마개 포함, 0~50℃

가격(원)
110,000
99,000

디지털압력계

학교 실험실에서만 사용하던 실험장치를 좀 더 성능을 향상하고, 안전하
게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갖고 놀며 과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5가지 기능이 변경, 개발된 단열 변화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① 구름발생실험 (향불을 할용한 구름 발생 실험)
② 공기의 무게 알아보기
③ 공기의 정확한 무게 측정실험.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이해.
④ 기압과 온도의 변화실험
⑤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변화실험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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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대류 실험장치(일반형)
MRS 51056 ............ 121,000원

전면이 유리로 된 금속상자와 2개의 굴뚝, 양
초로 구성되어 지표면의 온도차에 의한 공기
의 대류를 실험하는데 사용됩니다.
규격

300 x 150 x 300mm

가스대류 실험장치(프로펠러형)
MRS 51057 ........... 132,000원

가스대류상자(목제)
MRS 51058 .............44,000원

대류현상에 의해 공기가 따뜻해지면, 다른 쪽 굴뚝으
로 상승기류가 생성되면서 출구 쪽의 프로펠러가 돌
아가게 되어 대류의 이동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류상자에 2개의 굴뚝을 추가하고 구
멍 크기를 넓혀서 개정된 초등교과과정에 맞
춘 제품입니다.

규격

300 x 150 x 320mm

규격

200 x 400 x 200mm

단열팽창구름발생기(B형)
MRS 51061 ......................................... 330,000원

구름 발생에 있어서 온도와 기
압의 변화에 따른 정밀 실험이
가능하도록 압력계와 디지털온
도계를 사용하였으며 외부의 영
향을 차단하기 위해 2중벽 진공
층을 만들어 실험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내부에 진공상태의
소리 전달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10리터의 하구병을 사용하여 다
량의 공기를 압축하여,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구름의 생성과정
과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규격

구름발생실험기(페트병)
MRS 51053 ............. 66,000원

간단하고 안전하게 단열 팽창하여 페트병 속
에 구름을 발생시키는 실험키트입니다.
구성

탄산막이용 뚜껑 4개, 300ml의
페트병 4개, 액정온도계(6~34℃
2℃ 눈금), 스프레이

안전밸브
배출밸브

규격
구성

하구 10ℓ 용기
하구병, 배출밸브,
안전밸브, 압력계,
디지털온도계,
공기펌프

Ø190 x 320mm
디지털온도계,
가압계, 감압계

구름발생기
MRS 51051 ........... 132,000원

마개를 막고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여, 용기
안의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으로 인해 마개가
빠지며 구름이 생성되는 실험기 입니다.
(마개가 빠질 때 큰 소리가 발생하니 주의해
주세요.)
규격

160 x 260mm

기상

구성

감압미터

지구과학

단열팽창구름발생기 (A형)
MRS 51060 .......................................... 319,000원

구름발생실험기(유리병)
MRS 51052 ............. 72,600원

하늘 높은 곳에서 왜 구름(작은 물방울이나 얼음결정)이 생기는지, 어떻게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관찰구내를 감압함에 따라 온도가 저하하고 구
름이 발생하는 모양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방법]
수조의 마개를 누른 채 피스톤으로 수조 안의 공기를 팽창시켜 온도를 낮추고 팽창된
공기를 수조외부 공기와 마찰이 되도록 코크를 서서히 열어줍니다. 이 때 서로 다른
온도의 공기와 마찰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실험도구입니다.

구성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찰조, 관찰조 뚜껑, 가습용 벨트,
흡배기구펌프, 밸브, 액정온도계
110 x 110 x 220mm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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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밀도류 실험기(아크릴)

전선밀도류 실험기(일체형)
MRS 51070 ............................................ 99,000원

MRS 51069

밀도(기압과 온도)가 다른 두 수(유체)가 만나면 전선면(불연속면)과 전
선(불연속선)이 형성되는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으로 기온과 습도, 풍향
변화와 구름발생 및 비나 눈, 태풍의 발생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대형 500 x 500 x 200mm
198,000원
중형 500 x 200 x 200mm
88,000원
소형 200 x 100 x 100mm
44,000원
투명아크릴제 중간 칸막이부

밀도(기압과 온도)가 다른 두 수(유체)가 만나면 전선면(불연속면)과 전
선(불연속선)이 형성되는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으로 기온과 습도, 풍
향변화와 구름발생 및 비나 눈, 태풍의 발생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습
니다.
규격
구성

347 x 170 x 195mm
일체형, 투명합성수지제, 중간칸막이부

지구과학

3단밀도류실험장치
MRS 51071 	����������������������������������������������������������������������������������������������������������������������������������������������� 88,000원

기상

밀도(기압과 온도)가 다른 두 유체가 만나면 전선
면(불연속면)과 전선(불연속선)이 형성되는 실험
을 합니다. 이 실험으로 기온과 습도, 풍향변화와
구름발생 및 비나 눈, 태풍의 발생과정 등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2칸 제품과 달리 3칸으로 제작되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이 가능하며, 각 칸에는 온
도계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온도변화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실험 예>

전선밀도류 실험장치(물 밀도류 실험기)
MRS 51072 ............................................ 66,000원

밀도류란?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늘어나고 이
에 따라 밀도(단위 부피 당 질량)는 작아집니다. 유체(흐를 수 있는 물질, 물이나
공기 등이 이에 해당함)의 경우, 부분적으로 밀도 차이가 있으면 밀도가 작은 쪽
은 위로, 큰 쪽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닷물의
흐름 중에는 바닷물의 온도차이에 의한 해류가 있는데 이를 밀도류라고 합니다.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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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x 30(50) x 100(135)mm, 무게 약 420g
물 밀도류 실험장치, 식용색소 수 2종

규격

290 x 30 x 210㎜

전선밀도류 실험장치(이중칸막이부)
MRS 51073

칸막이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한쪽에 있는 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중으로 막아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밀도(기압과 온도)가 다른 두 수가 만나
면 전선면(불연속면)과 전선(불연속선)이 형성되는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으로 기온과 습
도, 풍향변화와 구름 발생 및 비나 눈이 오고 태풍의 발생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
A형
B형

구성
투명 아크릴제,
이중칸막이부

규격
500 x 100 x 150mm
300 x 50 x 130mm

가격(원)
110,000
66,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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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의 연직분포(원형)
MRS 51074 ...........................................110,000원

수온의 연직분포(사각)
MRS 51075 ......................................... 264,000원

ㆍ 해수(바다나 호수의 물)의 수
표면에서 물의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수직분포)를 측
정하는 기구입니다.
ㆍ 투명합성수지제로 제작하여
물의 깊이와 온도를 직접 읽
을 수 있습니다.

수심에 따라 변하는 수온의 연
직분포를 측정하는 실험기구이
며, 실험을 통하여 해양에서 대
류층, 수온약층 및 심해층의 성
인과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
습니다.

규격

구성

알루미늄컵
MRS 51076 .............. 19,800원

150 x 250mm
투명아크릴, 원통
눈금부, 온도계 홀더,
높이 조절식, 온도계
-10~50℃, 1/8° 눈금,
광원부

구성

태양복사에너지 측정장치
MRS 51077

투명아크릴제 사각
일체형 수조, 자(20cm),
광원장치(스위치부),
높낮이 조절식 온도계
걸이 및 스탠드, 온도계
-20℃~110℃, 눈금부

대류실험기(전기식)
MRS 51066 .............99,000원

지구과학

1구

규격 Ø80 x 115mm
구성 흑백 2개 1조, 온도계 포함

회전원통 실험장치
MRS 51078 ...........264,000원

대기의 기류 변화를 관찰기구 3중구조의 안쪽 원통에 얼음
을 넣어 냉각시키고 바깥쪽 원통에 설치된 히터로 가열시
킨 뒤 중간 원통에 물을 절반 정도 넣어 표면에 금속분말
을 뿌리면 톱니 모양의 동심원 무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440 x 440 x 200mm
회전수 0~10P/RPM, 회전판
300mm 회전원통(3중구조)

태양에서 발산하는 빛(복사)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구리통
속에 물을 붓고 태양빛을 비추어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며 이 때
태양 빛의 각도를 조절하여 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구분

규격

가격

1구

180 x 180 x 160mm

36,300원

2구

180 x 180 x 160mm

72,600원

대류의 모양을 학습할 수 있는 수지분말과 액
체를 봉합한 실험기입니다. 특수한 액체를 채
용하고 있으므로 대류의 모양을 상세히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병용으로 실험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도 간단합니다.
규격

123 x 36 x 128mm

물결의 간섭도 그리기
MRS 51067 .............88,000원

나침반 고도계(디지털)
MRS 56002 ........... 132,000원

물결의 간섭도를 흑판상에서 작도하는데 용
이합니다. 동심원 그리기를 정확하고 빨리 그
릴 수 있습니다. 파원으로부터 나오는 물결의
간섭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나타내 보
일 수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로 필드에서 나침반, 고도, 시계,
온도, 날씨 등을 대형 액정 화면으로 볼 수 있
다. 백라이트 기능

크기

40 x 650mm, 분필구멍 50mm
간격, 자석내장

기능
크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침반, 고도계, 시계, 온도계,
날씨 예보 등
70x120x130mm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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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태양복사와 지구복사에 의한 복사평형을 실
험하는 기구입니다.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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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삼구의(신형)
MRS 52001 	��������������������������������������������������������������������������������������������������������������������������������������������� 198,000원
물체는 임의의 압력을 받을 때 미세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형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기기는 광학적 성
질을 이용해서 압력을 받는 아크릴과 편광 렌즈간의 간섭 조성을 통해 물
체 변형 실험을 하는 기기입니다.
기구장치의 구
성

이 기구의 기본적인 구조는 밑판에서 가변 속도로 지구, 태양, 달의 모형에
전달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보다 상세한 것은 조립도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①지구, 달, 태양 운동의 상관관계 ②낮과 밤의 변화
탐구(증명) 내용
③달의 변화 ④일식과 월식 ⑤4계절의 형성

※ 유의사항
1) 동력 전달 장치와 기타 부품에 그리스(윤활유)칠을 때때로 요구합니다.
2) 변환 기어내의 건전지는 구동력입니다. 계절판내의 건전지는 태양 광원입니다.
3) 구동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건전지를 교환하기 바랍니다.

삼구의(자동)
MRS 52002

삼구의(수동식 PVC)
MRS 52005 ........... 110,000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의 자전 및 공전현
상, 낮과 밤, 일식과 월식, 4계절의 현상 등을
설명하는 기구로서 수동식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의 자전 및 공전
현상, 낮과 밤, 일식과 월식, 4계절 현상 등의
설명기구로서 회전식입니다.

A형/B형

지구과학
천체

삼구의(수동식)
MRS 52003 .......... 264,000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의 자전 및 공전현
상, 낮과 밤, 일식과 월식, 4계절의 현상 등을
설명하는 기구로서 전동식입니다.
구성
A형
B형

규격
전원 AC 220V Ø400mm
전원 AC 220V Ø270mm

가격(원)
660,000
264,000

규격

전원 AC 220V

삼구의(신형기어식)
MRS 52006 	�������������������������������������������������������������������������880,000원

ㆍ
ㆍ
ㆍ
ㆍ

태양, 지구, 달을 보여주는 모형, 달의 위상 변화와 지구와 태양의 궤도를 보여줍니다. ㆍ태양은 밝은 전등으로 대표되며, 태양의 명확한 운동을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낮 동안의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낮과 밤, 하루 길이의 변화, 달의 위상, 일식과 월식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차원 모형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해줍니다. ㆍ핸들이 달려있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수업자료 메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규격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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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x 250mm
6V 어댑터 첨부

규격

530 x 250 x 330mm, 수동식, AC
220V

미니 태양계 행성
MRS 52079 ............. 36,300원

태양광에 따른 태양계 행성 모형입니다.
규격

130 x 100 x 10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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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모형(자동회전식)
MRS 52007 .......................................... 198,000원

행성추적하기
MRS 52008 ............................................ 66,000원

수성과 금성, 지구 등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태양주위를 자동으로 돌 때, 태양에 가까운 행성과
먼 행성을 관찰 할 수 있고 크기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카드의 수집을 통해 미지의 행성을 밝혀나가는 과정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규격

480 x 180 x 270mm

규격
구성

바람형성 원리실험기
MRS 51054 ............. 22,000원

초를 켜면 통 안의 공기가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가 가벼워져 상승하면서 상단의 프로펠
러가 작동합니다.

MRS 51040 .......... 363,000원

한 대의 기기로 온도, 습도, 풍속, 조도를 동
시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규격

330 x 145 x 240mm
연소실, 양초실, 투명덮개, 바람진출관, 프로펠러

천체별자리 투영기(교육용)
MRS 52009 ......................................... 440,000원

환경메타

풍속 : 0.4~30.0m/s
조도 : 0~20,000Lux
온도 : 0~50℃ 습도 : 10~95%RH

공기질 측정기(미세 먼지 측정기)
MRS 56006 .......................................... 341,000원
•실내 온습도 및 미세 먼지 측정 기능
•초 미세 먼지 실시간
농도 측정 (pm2.5)
•벽걸이 및 탁상 겸용
•위험 수치 이상일 경우 알람 경보
•LCD Light 색상을 통한
실내 공기질 표시

가정, 사무실, 실험실의 온습도 및 미세 먼지 관리.

측정 범위

요즘같이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시대에 별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렸을 때 봤던 별들을 다
시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안에서 옛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을 회상하세요. 또한 아이들에게
별자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쉽지 않으신 분들도 홈스타를 이용하면 아이들의 교육용으로도 충분
합니다. 어떤 별자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어 하나하나 보여주며 교육할 수 도 있습니다.

분해능
전원
제품 사이즈

온도
미세먼지
습도
온도&습도
미세먼지

0 ~ 45℃
0 ~ 999㎍/㎥
0 ~ 99%RH
0.1℃ & 0.1%RH
1㎍/㎥
3.7 Li-battery
159 × 66 × 31 mm / 148g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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쳔체

이 기기는 대기중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하고 찬공기는
아래쪽으로 하강하므로 서로간 공기의 이동으로 바람이 형성되
는 원리를 실험하고 향을 켜서 바람의 이동 상태를 눈으로 보
면서 바람형성 및 대류현상을 관찰 이해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구성

130 x 165 x 25mm
보드판 1개, 주사위 1개, 기록카드 2장, 찬스카드 20장, 행성카드
7장, 질문카드 10장, 탐사기록일지카드 50장, 설명서 1부

지구과학

바람형성 실험기
MRS 51062 ............110,000원

규격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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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고도측정기(슬릿형)
MRS 52014 ............................................ 99,000원

태양고도측정기(굴절식)
MRS 52015 ............................................ 55,000원

슬릿형 태양고도측정기는 슬릿에 의해 빔을 각도기에 비추어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통을 통해 태양을 보면서 측정하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제작되었으며,
슬릿을 태양고도에 맞추면 태양광선이 각도판을 비추게 됩니다. 고도 측정용 각도계
는 양면에 표시되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어 분단학습에 효과적입니다.

태양과 달, 별의 고도와 방위(위치)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태양의 출몰
위치와 계절에 따른 남중고도를 관찰합니다. (수평조절장치부)

규격

규격

Ø160 x 280 x 300mm

410 x 140 x 300mm

태양고도측정기(각도형)
MRS 52017 ............. 38,500원

태양고도측정기(간편형)
MRS 52018 ..............13,200원

태양과 달의 고도를 간단하게 측정하는 기구
입니다.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
는 종래의 방법과 달리 태양의 빛을 직접 이용하여
태양의 고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 별의 고도와 방위(위치)를 측정하
는 간이 관측기구입니다.

지구과학

태양고도측정기(수평조절형)
MRS 52016 ..............19,800원

천체

규격

220 x 250mm

규격

태양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측정기
MRS 52019 .............. 13,200원

태양의 고도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막대에 의해 생긴 그림자를 각도기
와 실을 가지고 재어보며, 고도의 각을 측정
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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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x 40 x 155mm(각도기이동식)

규격

200 x 150 x 10mm

155 x 20 x 150mm

태양고도에 따른 온도변화 측정기
MRS 52020 ............. 36,300원

태양의 고도측정기(4계절용)
MRS 52021 .............99,000원

여러가지 각도에 따른 빛에 의한 온도변화를
관찰하며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조각과 측정이 간편하며, 나침반이 부착되어 정북,
정남 방향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자용 막대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 그림자의 끝부분
과 각도기를 맞춰 태양의 고도를 측정합니다.

규격
구성

200 x 120 x 200mm
각도기부착, 알콜온도계 3개, 검은
덮개부

규격
구성품

445 x 295 x 75mm
나침반, 그림자용 막대, 각도기,
고도측정기록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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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반구세트(초등 A형)
MRS 52027 ............................................ 52,800원

투명반구세트(초등 B형)
MRS 52028 ............................................ 49,500원

나침반 부착 및 방위가 표시되어 있으며 계절의 변화와 밤낮의 길이,
춘하추동 등을 관찰하는 지구과학용 실험세트입니다.

투명반구에는 위도선과 동경도선을 조각하였으므로 관찰실험을 하는데 편리합니다.
ㆍ 사용방법 방위판을 수평하게 놓고 반구 안에 각도기를 끼운 후 고
무빨판을 사용하여 실험합니다.

구경
규격

304mm
400 x 400 x 170mm

구성

구성

2개의 반구를 조립 시 안쪽 홈과 바깥쪽 홈이 제대로 맞게 조립됩니다.
구성

받침대, 투명반구 Ø210mm 2개, 위도 경도 조각됨,
고무빨판 4개

방위판 400 x 400mm, 나침반부 반구 Ø210mm 2개,
고무빨판 4개, 각도기 1개, 반구받침 1개

지구본 부착용 관측자판/시간판
MRS 52031 ................5,500원

태양고도측정기(빨판태양고도팽이)
MRS 52032 ................3,300원

자전축 조절 지구본에 부착하여 계절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차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
다.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로 태양의 고도를 측정
하는 기구로서 지구본에 쉽게 부착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시간판, 관측자판

규격

태양고도(막대용)
MRS 52033 ................. 1,100원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
여, 지구본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x 55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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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에는 위도선과 동경도선을 조각하였으므로 반구 2개를 겹치면 지
구의 실제모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사용방법 반구 조립 시 안쪽 홈과 바깥쪽 홈을 맞춰 조립 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투명반구세트(실습용)
MRS 52030 ............................................ 42,900원

지구과학

투명반구세트(중고등용)
MRS 52029 ............................................ 66,000원

방위판 400 x 400mm, 나침반부 반구 Ø210mm 1개,
고무빨판 4개, 각도기 1개

지구과학
태양에너지 이용장치
MRS 52034 .......................................... 198,000원

2018~2019
방사열수열 비교 실험기
MRS 52035 .............................................77,000원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중

태양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됨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프로펠
러를 장착한 소형 모터에 연결하여 모터를 회전시킵니다.
규격

지면에 태양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따뜻해 지는 정도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기입니다.

전원 AC 220V 100W 1EA, 수경병 Ø85 x 150 1EA,
아크릴수지통 Ø80 x 100 1EA, 물레방아, 온도계 100°
1EA, 반사판 1EA

규격

수열기 2개(합판제, 백색도장 크기), 일경봉 해그림자 봉
2개, 온도계 2개(알콜-20~110℃), 수열기(해 그림자 봉,
온도계 카바 2개), 염화 비닐제 크기, 0링 2개(내경 6mm)

지구과학
천체

태양크기 측정기 A형(스탠드식)
MRS 52025 .......................................... 198,000원

태양크기 측정기(B형)
MRS 52026 ............................................ 36,300원

태양계탐험 모형세트는 태양과 아홉개 행성의 3차원 모형입니다.
간이 태양계는 태양과 아홉개 행성의 3차원 모형입니다. 간이 태양계는 태양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제
공하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속도, 색깔, 거리, 크기 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어떤 행성들이 특정 날짜에 보
이고 몇몇 행성들은 왜 일년에 몇 번만 보이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천문학과정의 이상적인 학습자료입니다. 태양
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기구입니다. 태양의 크기 외에도 고도 측정에도 사용하며 스크린에 보이는 빛이 선명합니다.

태양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기구이며 태양의 크기 외에도 고도측정이
용이하여 스크린에 보이는 빛이 선명합니다.

규격

구성

대자 1,000 x 25mm, 바늘구멍판 5mm,
스크린 Ø12mm

대자 1,000 x 20 x 20mm, 바늘구멍판 130 x 100mm
1EA, 스크린 130 x 100mm 1EA, 고도각도계 0°~90°

태양관측 필름
MRS 52038 ........... 28,600원

태양강판필름(태양전지판)
MRS 56011 ........... 28,600원

태양안경(5개입)
MRS 52040 ............ 17,600원

태양관측 망원경+소형 망원경
MRS 52037 ........... 33,000원

천체망원경 또는 쌍원경의 태양필
터 제작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관측을 위해 꼭 필요한 태양필름
입니다. 유럽 안전기준 통과.

태양광을 이용하는 여러실험이나 무게
가 가벼워 배낭이나 가방등에 장착하
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태양
전용 안경입니다. 태양 관측시 눈
을 보호해줍니다. 유럽 안전기준
통과.

태양의 흑점, 일식, 금성의 태양면통과 관찰
을 위한 필수품. 절대 필터없이 태양을 바라
보지 마세요! 필터를 빼면 일반 단망경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유럽안전기구 검사 통과

필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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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율 100,000분의
1(Optical Density5)
A4사이즈

최대전력
동작전압
전류
규격
재질

0.5W
1.5V
330mA
178 X 40 X 0.5mm(1g)
스테인레스 스틸기판

필터

투과율 100,000분의
1(Optical Density5)

구성
필터
규격

단만경, 태양필터, 전용 천
투과율 100,000분의 1(Optical
Density5)
90 x 21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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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모양 관측기
MRS 52041 ......... A형:110,000원/B형:88,000원
달의 위치나 고도,
달의 크기(모양) 변
화 등을 관찰하여 기
록하는데 사용합니
다.

지구, 태양, 달세트
MRS 52042 ............................................ 66,000원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중

높이 및
규
각도조절장치,
격
받침대부

학생들은 달의 주위를 도는 시구의 궤도, 낮과 밤, 지구 둘레 달의 궤도, 그리고 다른 천
체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구-달-태양계의 모델을 만듭니다. 지구의(본)는 지구의
기울기가 어떻게 계절을 만들고 낮동안 그림자의 위치, 길이에 있어서 변화되는지의 자
취를 보여줍니다. 세트는 몇년이고 재사용 가능합니다. 펜라이트(전등)는 배터리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한조가 되어 30명 학급이 실습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A형>

규격

<B형>

5개입

규격

직경-약 100mm의 PVC공(1/2황색, 1/2흑색), 길이-약 100mm의 손잡이 부착(6개 1조)

태양고도측정해시계
MRS 52051 ............. 52,800원

규격

구성

하절기 496 x 296mm
동절기 485 x 285mm
하절기 : 각도, 시간표시판,
그림자용 막대 10cm 1개
동절기 : 각도, 시간표시판,
그림자용 막대 7cm 1개

방위판(대)

ㆍ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30일의 주기를 기준으로 천천
히 변화하는 달의 모습을 내방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ㆍ 완전히 둥근게 아니라 반입체형입니다.
ㆍ 후크로 벽에 걸어두기만 하면 어디서나 달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250 x 250 x 70mm, 본체, 리모콘, 설명서

MRS 52052 ..............16,500원

방위판(모눈판 겸용)
MRS 52053 ..............15,400원

현재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정하여 여러(특정)
위치와 거리, 방위를 측정하여 그려보는 방위
판으로 방향에 대한 학습을 이해시키는데 사
용합니다.

현재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정하여 여러(특정)
위치와 거리, 방위를 측정하여 그려보는 방위
판으로 방향에 대한 학습을 이해시키는데 사
용합니다.

규격

400 x 400mm, 나침반 부착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0 x 450mm, 나침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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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태양과 지구와의 위치관계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변하는 것을 자신을 지구로 설정하고 밝
은 장소에서도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에서의 사용(지구역을 중앙에, 그 주위에 몇
사람이 교구를 가지고 학습)은 흥미깊게 실험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변화 관측기
MRS 52044 .............88,000원

지구과학

달의 차고 기움 설명기
MRS 52043 	����������������������������������������������������������������������������154,000원

지구과학

2018~2019

별자리 보기판(신형)
MRS 52062 ............................................. 15,400원

별자리 투영기만들기(5인용)
MRS 56013 ............................................ 24,200원
2in1 신기한 별자리 투
영기! 별자리 그림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림도 직접 그려서 필름
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요

규격

항성의 위치, 별자리의 배치, 계절에 따라 변하는 별자리를 이해시킵니다.
규격

Ø240mm, 회전식

앙부일구(교사용)
MRS 52054 .......... 660,000원

별자리 상자
6.2x19.5x6.2cm,
투영기 상자:가로
세로 6cm

지구과학

앙부일구(대형)
MRS 52055 .......... 440,000원

앙부일구(학생용)
MRS 52056 .......... 220,000원

규격

규격

앙부일구는 조선시대의 대
표적인 해시계로 널리 보급
되었습니다. 시계판이 가마
솥같이 오목하고 하늘을 우
러르고 있다고 해서 앙부일
구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크기
크기

Ø352mm,
합성수지제

Ø352mm, 합성수지제

앙부일구(휴대용)
MRS 52057 .............66,000원

236 x 158mm

125 x 60mm

해시계만들기(10인용)
MRS 16023 ............. 22,000원

야외(학교기상대) 설치용으로 그림자로서 시
간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휴대용 해시계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며,
해시계의 원리와 태양과 그림자의 원리를 이
해할 수 있습니다.

천체

해시계(알루미늄)
MRS 52046 ............. 83,600원

규격

55 x 33 x 17mm

규격

Ø300mm

구성

사계절 성도
MRS 52068 ..............14,300원

별자리판(신한국형)
MRS 52066 ................ 7,700원

초보자들이 쉽게 별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든
국내최초의 교육용 성도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
들어진 최초의 한국형 별자리판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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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x 30cm, 총 24페이지

규격

Ø250mm

10인용

개인학습용 야광 별자리판
MRS 52065 ..............13,200원

규격

24 x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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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달관측판
MRS 52071 	�������������������������������������������������������������������������������������������������������������������������������������������������12,100원
<달관측판이란>
한 달 동안 변화하는 달의 모양과 관측방향, 하루 중 달의 움직임과 관측시
간, 관측위치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관측도구입니다.
<달관측판의 용도>
1.	하루 중 달이 어느 때 , 어느 쪽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얼마동안 볼 수 있
으며 언제쯤 사라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 달의 관측방향이나 시간이 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한 달 동안 같은 시각에 관측할 때, 달이 매일 조금씩 서쪽에서 동쪽으
로 이동하여 관측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격

지구모형키트

기본판, 태양판, 달판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판을 우측
으로 돌려 태양이 기본판의 검
은 부분에서 노란부분으로 움직
일 때가 일출, 노란부분에서 검
은 부분으로 움직일 때가 일몰임
을 설명합니다. 태양판을 가볍게
누르고 달판을 돌려 달판 각도를
15°에 맞추고 태양판을 우측으로
돌리면 일출 시 달은 지평선 아
래로 떨어지고 달이 동쪽 하늘로
부터 얼굴을 내밀 때 태양은 서
쪽 하늘의 지평선 아래로 떨어집
니다. 이 때의 달의 형상은 월구
의 축을 고정에 놓으면 만월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규격

규격

450 x 100 x
450mm

450 x 100 x 450mm

별자리 찾기
MRS 52077 ............................................ 88,000원

MRS 52074
<A형>

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중

<B형>

지진파의 진행과정(반사, 굴절)을 빛(광)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구
의 내부 구조를 탐구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구분
A형(광원 부착)
B형

구성
투명반구(2개 1조)
받침대 1개, 눈금각도판 1개

가격(원)
143,000
110,000

작동이 간편하고 본체나 천장에 투영하여 별자리 관찰이 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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쳔체

400 × 210mm
규격 , 투명 기록지,
보드마카
부피가 작아 설
치가 간단하고
실외, 실내 햇
빛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태양
관찰이 가능합
니다 파인더가
노출 되어 있어
제품
여러 명이 함께
특징
관찰 할 수 있
습니다. 방위판
과 각도계가 부
착되어 시간과
계절에 따른 태
양의 궤도를 기
록할 수 있습니
다.

태양과 달운동의 설명기
MRS 52073 .......................................... 176,000원

지구과학

태양흑점관찰기
MRS 52103 ..........................................572,000원

달모양판 : 한 달 동안 변화하는 달의 모양과 시간, 해가 그려진 제일
밑판입니다. 한 달 눈금은 0~29일로 되어 있으며, 음력을 뜻합니다.
시간 눈금은 하루 24시간제로 되어 있으며 30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 선택판 : 음력 한 달 중 어느 하루의 달을 선택할 수 있는
투명창이 있는 중간판입니다.
현재시각판 : 하루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시각과 달의
방향을 알려 주는 윗판입니다.

지구과학

2018~2019

은하 사진 세트
MRS 52080 ............................................ 24,200원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우리은하 ●타원은하 M110 ●타원은하 M87 ●나선은하 안드로메다 ●솜브레로은하 ●나선은하
ESO 510-G13 ●나선은하 M83 ●나선은하 NGC253 ●나선은하 NGC4945 ●나선은하 NGC6872
●소용돌이 은하 M51 ●바람개비 은하 M33 ●M74 나선은하 ●막대나선은하 N1365 ●이웃 은하,
마젤란 ●불규칙은하 NGC6822 ●겹쳐있는 은하 ●M94와 은하단 ●나선은하 M66 ●우주의 올
챙이 ●꼬마은하 NGC1569 ●동그라미 속의 동그라미 ●은하로 가득 찬 우주 ●먼지 소용돌이 ●
NGC4013의 세부 ●NGC4319와 퀘이사 마카리안205 ●꺼꾸로 도는 은하 ●스테판 오중주 ●은하
너머로 팽창하는 가스 구름 ●춤추는 은하들 ●센타우르스A은하 ●아벨1689 은하단의 중심

규격

별의 일생(천체) 사진 세트
MRS 52081 ............................................ 24,200원

●별의 탄생 ●성운이 모여 별이 되다 ●우주의 코끼리 코 ●거대한 기둥 ●독수
리 알 ●오메가성운 ●삼렬성운의 암흑줄기 ●우주의 원뿔기둥 ●카리나성운 ●
오리온성운의 중심 ●구름 속의 별 ●젊은별의 충격파 ●오리온 성운의 아기 별
들 ●고대행성 ●별의 죽음을 알리는 전조등 ●별들의 화려한 최후 ●우주 에스키
모와 8폭발성운 ●우주개미와 우주모래시계 ●우주유령 ●아령성운 ●우주올챙
이 ●부풀어 오르는 별 ●초신성 ●게성운 펄사 ●우주에 펼쳐진 머리칼 ●초신성
의 잔해 ●백조성운 ●초신성 SN1987A ●구상성단의 블랙홀

규격

257 x 188mm, 32매 Set

257 x 188mm, 32매 Set

지구과학

우주에서 본 지구사진 세트
MRS 52082 ............................................ 24,200원

우주개발사진 세트
MRS 52083 ............................................ 24,200원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천체
●환영! 여기는 지구 ●우주선 지구호 ●한반도의 봄 ●황사 ●태풍 ●한반도 중부지방 ●아시아

의 밤 ●밤의 지구 ●오로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멕시코 만 ●뉴질랜드 ●캘리포니
아 연안 ●갈라파고스 제도 ●시나이반도 ●브라질을 뒤덮은 폭풍 ●시칠리 섬의 화산 ●운석구
멍 ●래브라도해 ●에그몬트 화산 ●수수께끼 동심원 ●피레네산맥 ●사해 ●그린란드의 빙하 ●
천산과 천지 ●아타카마사막 ●하와이제도 ●에토샤국립공원 ●힌두쿠시산맥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호수

규격

●최초의 우주 비행 ●매리너 ●아폴로 11호 ●스카이랩 ●바이킹 ●보이저 ●우주왕복선 ●우주

왕복선의 화려한 비행 ●미르 ●갈릴레오 ●마젤란 ●허블우주망원경 ●루나 프로스펙터 ●소호
●니어 ●마스글로벌서베이어 ●마스패스파인더 ●카시니 ●스타더스트 ●2001년 마스오디세이
●갤렉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화성의 표면 모습 ●적외선우주망원경 ●아리랑 2호 ●호이

겐스 ●국제우주정거장 ●차세대 우주왕복선 ●마스리커너전스오비터 ●인류가 화성에 서는 날

규격

257 x 188mm, 32매 Set

257 x 188mm, 32매 Set

천체사진세트(30매)
MRS 52084 ............. 26,400원

은하사진세트(30매)
MRS 52085 ............. 26,400원

행성사진세트(30매)
MRS 52086 ............. 26,400원

사계절 별자리에서부터 세계의 천문대, 각종 우주탐사선 등
천문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담은 사진 세트입니다.

호주의 AAO 천문대와 미국 PALOMAR 천문대에서
촬영한 세계 최고 수준의 DEEP SKY세트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및 NASA 우주탐사선이 촬영한 영상을 NASA로
부터 직접 공급받아 제작한 세계최고 수준의 행성사진세트입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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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별의 일주, 은하수 등 30종(올
컬러, 25.3X20.3cm, 하드 BOX포장)

구성

성운, 성단, 은하 30종(올 컬러,
25.3X20.3cm, 하드 BOX포장)

구성

행성, 위성, 혜성 등 30종(올 컬러,
25.3X20.3cm, 하드 BOX포장)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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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 성단 탐험 CD
MRS 52089 .............88,000원

우주 탐사선이 보내 온 최신 사진과 우주 정보를 통해 신비로운 세계, 태양
계 여행을 떠나자. 태양의 홍염과 플레어, 대기가 없는 수성의 표면, 두터운
구름 아래 금성의 지형, 생명의 푸른별 지구, 얼음층이 존재해 보이는 화성의
극관, 푸르게 빛나는 목성의 오로라와 위성,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 얼음행성
천왕성와 위성, 태풍 형태의 많은 소용돌이 바람이 부는 해왕성, 왜소행성 명
왕성에 이르기까지 태양계의 신비로움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은하에
속해 있으며 우리은하에는 무려 수천 억 개의 별들이 있고 우주에는 또 다
시 수천 억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 은하군을 이루
고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은하단을 이루며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을 이루
는, 은하로 가득 찬 우주 여행을 통해 나선은하, 타원은하, 렌즈형은하, 불규
칙은하,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퀘이사 등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성간 물질 가스와 티끌이 모여 만들어진 아름다운 성운과
수백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성단을 탐험해 볼 수 있습니
다. 아기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암흑성운 오리온 성운을 여행하고 황소
자리의 게성운에서는 1054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도 살펴볼 수 있으
며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한 산개성단 플레아데스와 100만 개 이상의
별을 가진 헤라클레스 자리의 구상성단 M13 등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우주망원경으로 본 별의 일생 CD
MRS 52090 .............88,000원

우주에서 본 지구 CD
MRS 52091 .............88,000원

우주개발의 역사 CD
MRS 52092 .............88,000원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은하에
속해 있으며 우리은하에는 무려 수천 억 개의 별들이 있고 우주에는 또 다
시 수천 억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 은하군을 이루
고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은하단을 이루며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을 이루
는, 은하로 가득 찬 우주 여행을 통해 나선은하, 타원은하, 렌즈형은하, 불규
칙은하,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퀘이사 등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요? 우리가 사는 한반도를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관
측위성 테라가 촬영한 한반도의 봄, 한반도를 지나 일본 열도와 태평
양까지 뻗은 황사, 북극의 푸른 오로라가 함께 하는 밤의 지구, 피레네
산맥의 겨울, 우주에서 본 일출 등 우주선과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보
내 온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은 푸른별 지구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요? 우리가 사는 한반도를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관
측위성 테라가 촬영한 한반도의 봄, 한반도를 지나 일본 열도와 태평
양까지 뻗은 황사, 북극의 푸른 오로라가 함께 하는 밤의 지구, 피레네
산맥의 겨울, 우주에서 본 일출 등 우주선과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보
내 온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은 푸른별 지구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태양계(행성) 사진 세트
MRS 52093 ............................................ 24,200원
의장등록출원

규격

257 x 188mm,
32매 Set

●태양계의 우두머리 ●홍염과 플레어 ●수성, 철로 만든 공 ●수성의 얼음 ●금성 ●금성의 맨 얼굴 ●마젤란 탐
사선이 본 금성의 여러 모습 ●지구 ●달에서 본 지구 ●달의 여러 모습 ●화성 ●화성의 계절 ●매리너스 협곡
●화성의 물 ●화성의 사람 얼굴 ●붉은 대지와 분홍빛 하늘 ●목성 ●목성의 달 ●토성, 태양계의 보석 ●우주망
원경이 본 토성 ●토성, 가을에서 겨울로 ●토성의 달 ●천왕성 ●천왕성의 달 ●해왕성 ●해왕성의 구름 ●

해왕성의 달, 트리톤 ●명왕성 ●소행성 ●혜성

성운 성단 사진 세트
MRS 52094 ............................................ 24,200원
의장등록출원

규격

257 x 188mm,
32매 Set

●별, 성운, 성단 ●장미성운 ●삼렬(세 갈래) 성운 ●석호성운 ●오리온성운 ●트라페지움 ●독수리성운 ●드모
이란성운 ●백조성운 ●카리나성운 ●독거미성운 ●반사성운 M78 ●말머리 성운 ●북아메리카성운 ●원추성운
●은하수의 암흑성운 ●고리성운 ●아령성운 ●달걀성운 ●고양이눈성운 ●고치성운과 올빼미성운 ●나비성운
●나선성운 ●작은아령성운과 행성상성운 IC4406 ●게성운 ●백조자리 망상성운 ●플레이아데스성단 ●프레세
페성단과 야생오리성단(M11) ●보석상자성단과 나비성단 ●헤라클레스, M23, M3 ●여러 가지 구상성단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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쳔체

은하로 가득 찬 우주 CD
MRS 52088 .............88,000원

지구과학

태양계 가족 CD
MRS 52087 .............88,000원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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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야기

태양계 포스터

MRS 52095

MRS 52096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은하 포스터
MRS 52097
의장등록출원

태양과 8개 행성의 태양계, 우리은하, 전파은하를 비롯한 은하, 말머
리성운, 프레세페성단 등의 성운과 성단, 탄생하는 별과 죽음에 이르
는 별까지의 별의 일생, 인류 우주개발의 역사와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학습용 대형 포스터로 제작되었으며, 6종의 포스터 Set는 각
30여장의 최시 자료 사진과 학습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태양, 플레어와 홍염 ②수성과 크레이터 ③금성과 지형 ④지구
와 달 ⑤화성과 계절 ⑥목성과 위성들 ⑦천왕성과 고리 ⑧해왕성
과 대기의 구름 ⑨왜소행성 명왕성과 카론 ⑩토성과 오로라

구분
규격
가격(원)
6종 Set 77 x 107cm, 220,000 (알루미늄 판넬 포함 시 990,000)
1종 낱장 종이통 포장 38,500 (알루미늄 판넬 포함 시 176,000)

10종 Set 52 x 75cm,
종이통
1종 낱장
포장

구분

별의 일생 포스터

규격

가격(원)
220,000
27,500 (알루미늄 판넬
포함 시 110,000)

성운•성단 포스터

지구과학

MRS 52098

구분

규격

10종 Set 52 x 75cm,
종이통
1종 낱장
포장

가격(원)
220,000
27,500 (알루미늄 판넬
포함 시 110,000)

우주개발 포스터

MRS 52099

의장등록출원

①안드로메다은하 ②ESO 510-G13은하 ③솜브레로은하 ④바다뱀
자리의 M83은하 ⑤아벨 1689 은하단 ⑥NGC1569은하 ⑦NGC253
은하 ⑧NGC4945은하 ⑨NGC6872은하 ⑩은하 스테판의 오중주

MRS 52100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천체
①갓 태어난 별들이 가득한 독수리성운 ②별의 탄생지역 Lynx arc
③오메가성운 ④이온화 된 수소가 가득한 오리온성운의 중심 ⑤오리
온 성운 뒤쪽의 거대한 분자구름 ⑥에타카리나성운 ⑦별들의 화려한
최후 행성상성운 ⑧아령성운 ⑨헬릭스성운 ⑩초신성 게성운의 펄사
구분
규격
가격(원)
220,000
10종 Set 52 x 75cm,
종이통
27,500 (알루미늄 판넬
1종 낱장
포장
포함 시 110,000)

①말머리성운 ②장미성운 ③삼렬성운 ④석호성운 ⑤오리
온성운 ⑥트라페지움 ⑦에타카리나성운 ⑧원추성운 ⑨아
령성운 ⑩백조자리망상성운
구분

규격

10종 Set 52 x 75cm,
종이통
1종 낱장
포장

우주에서 본 지구 포스터
①한반도의 봄 ②한반도를
지나는 태풍 루사 ③시나이
반도와 사해 부근 ④갈라파
고스 군도 ⑤멕시코 만 ⑥브
라질을 뒤덮은 폭풍 ⑦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에서 본
지구 ⑧뉴질랜드 ⑨지구 야
경과 북극 오로라 ⑩한반도
중부지역

구분

규격

가격(원)

10종 Set

52 x 75cm,
종이통 포장

220,000

1종 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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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27,500 (알루미늄 판넬
포함 시 110,000)

구분
10종 Set

규격

52 x 75cm,
1종 낱장 종이통 포장

가격(원)
220,000
27,500 (알루미늄 판넬
포함 시 110,000)

북반구 야광 별 지도 포스터
MRS 52102 ............................................ 38,500원

MRS 52101
의장등록출원

가격(원)

①아폴로 11호 ②목성탐사선 갈릴레오 ③행성탐사선 보이저 ④토
성탐사선 카시니와호이겐스 ⑤화성탐사선 오디세이 ⑥화성탐사
로봇 오퍼튜니티 ⑦혜성탐사선 스타더스트 ⑧한국이 공동 참여한
자외선우주망원경 갤럭시 ⑨우주왕복선 ⑩국제우주정거장

27,500 (알루미늄 판넬 포함 시 110,000)

의장등록출원

규격

105 x 50cm
(야광 실크인쇄 +
옵셋인쇄)

판넬
제작
시

154,000원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북반구의 별자리를 사계절 별자리, 사계절 별자리 찾기, 성운·성단·이중성·
은하 학습용으로 나눠 제작된 학습용 성도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물론 별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안내선,
성운·성단·은하·이중성들이 모두 야광(축광 안료)으로 인쇄되어 주간은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도 1
분 이상의 빛(랜턴, 실내등)을 모으면 20분 이상 야광으로 빛나는 북반구의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지구의(교사용)
MRS 53027 ..........................................798,600원

지구의(실습용)
MRS 53028 .......................................... 105,600원

ㆍ 대구경의 교육용 지구의
ㆍ 지구과학 교사용 지구의
ㆍ 지방 소도시 및 산, 강, 하천,
사막 등 모든 자료가 자세히 기
록되어 있음
ㆍ 이동이 편리하도록 굴림바퀴를
부착한 대형 지구의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하도록 PVC
링이 장착된 지세도 지구의로 남반
구 쪽 관찰이 용이함

모델
구경
규격

일반용 지구의
MRS 53029 ........... 92,400원

모델
구경
규격

330RA
330mm
400 x 400 x 500mm

500AE
500mm
626 x 626 x 1170mm

MRS 53031 ........... 68,200원

MRS 53032 ........... 33,000원

모델
구경
규격

모델
구경
규격

모델
구경
규격

지구과학

MRS 53030 ............79,200원

지구의

일반 보급형 학습 행정도 지구의
모델
구경
규격

330C
330mm
352 x 352 x 435mm

각도조절 지구의
MRS 53033 ........... 105,600원

304PCA
304mm
326 x 326 x 400mm

270PCA
270mm
292 x 292 x 365mm

220PCA
220mm
235 x 235 x 310mm

MRS 53034 ............. 46,200원

교육용 지구의
MRS 53035 ........... 187,000원

지구과학의 사계절 변화, 밤과 낮의 길이, 태양의 고도, 온도의 차 등 입체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교육용 지구의로서 자전축의 각도를 23.5° (66.5°)에서 수직각까지 원하는 자전축의 각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실험세트 지구본

자전, 공전에 의한 계절, 일일변화 등을 한눈
에 알 수 있게 태양(전등)을 부착한 교육용 지
세도 지구의

모델
구경
규격

304-CK
304mm
330 x 330 x 420mm

모델
구경
규격

220-CK
220mm
240 x 240 x 340mm

모델
구경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0-AE
330mm
670 x 670 x 465mm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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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뜨는 지구의
MRS 53036 ............................................ 96,800원

MRS 53037 ............................................ 66,000원

ㆍ 낮에는 세계지도 밤에는 88개의 별자리가 떠오르는 행정도 지구의
ㆍ 명암을 감지하여 어두우면 자동으로 별이 뜨고 지는 자동센서로 작동
ㆍ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LED전구 장착으로 전구 교체의 번거로움 해소
모델
구경
규격

304-HGSM
304mm
312 x 312 x 490mm

모델
구경
규격

지구과학

흑판 지구의 / 백판 지구의
......................................... 664,400원
MRS 53038

270-HGS
270mm
300 x 300 x 380mm

MRS 53039 ........ 72,600원

MRS 53040 ........ 79,200원

ㆍ 경도, 위도 및 해안선 등이 표
시되어 있는 교육용 흑판 지구
의로 분필로 표기하며 학습하
는 지구의(특허등록제품)
ㆍ 대구경의 교사용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굴림바퀴 부착

지구의

모델
구경
규격

500-흑
500mm
626 x 626 x 1,170mm

나라, 하천, 바다, 경·위도가 표시된 백색 지구의
로 보드마카펜으로 이용하여 학습하는 지구의
모델
구경
규격

그려보는 지구의
.............................................77,000원
MRS 53054
ㆍ 칠하고 지울 수 있
는 6개의 마커펜이
포함되어 있음.
ㆍ 기후별, 정치권별, 종교
별 원하는대로 색을 칠
하여 구분 설명함.
ㆍ 그려보고 지울 수 없
는 일회용성 지구의와
는 달리 개개인이 원
하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보며 각자의 견해
를 제시해 볼 수 있음.
ㆍ 쉽게 깨끗히 지울 수
있어 여러명이 함께
실험함에 있어 시간
단축의 장점이 있음.
ㆍ 어린아이 또한 휴대하
기가 편리하여 외출시
나 야외수업시 용이.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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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28cm

304-흑
304mm
326 x 326 x 400mm

모델
구경
규격

304-백
304mm
326 x 326 x 400mm

미니 지구의
MRS 53042 ........ 19,800원

MRS 53043 ......... 11,000원

사무실 및 책상, 거실 등의 장식용 미
니지구의

밑받침 중앙에 나침반을 장착하고 S모양
의 걸림대는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지구의

축척
구경
규격

1:102,000,000
125mm-YB
130 x 130 x 195mm

축척
구경
규격

1:102,000,000
125mm-KB
130 x 130 x 195mm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천구의(500A)
MRS 53044 ..........................................726,000원

규격
구경
특징

626 x 626 x 1,170mm
Ø 500mm
굴림바퀴를 부착한 대형 천구의

천구의(500C)
MRS 53045 ...........................................217,800원

[특징] 좌대가 원목으로 된 천구의
규격
구경

520 X 520 X 480mm
Ø 330mm

별자리 지구의(투명구)
MRS 53047 ............................................ 92,400원

[특징] 좌대가 수지제로 된 보급형
천구의

규격
구경

520 x 520 x 485mm
Ø 330mm

테두리없는 각도조절 자석지구본
MRS 56014

352 x 352 x 435mm
Ø330mm-S

별자리 지구의
MRS 53049 ............................................ 44,000원

기울기조절 가능, 자석 인형 포함
옵션 2가지
규격
304mm
220mm
축적

지구의

규격
구경

[특징] 투명구에 양각으로 표시

가격
132,000원
77,000원
1/40,000,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자리 그림, 별의 크기 및 황도가
표시된 지구본 식 별자리입니다.
규격
구경

240 x 240 x 340mm
Ø220mm-S

지구과학

지구과학

천구, 태양, 지구를 하나의 천구 안에 장착하여 천체연구에 입체적인 관찰이 가능하
며, 별자리 모양을 천공에 투시하여 학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천구의(500B)
MRS 53046 ......................................... 4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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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공중부양 지구본(LED형)
MRS 37048 ........... 132,000원

지구과학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해 공중에 떠서 회
전하는 신기한 지구본
사이즈 24.5x17x5cm
메인 재질 PP, 메탈, 자석

2018~2019
지구모형 측정기
MRS 53051 .........132,000원

ㆍ 막대고정 : 자석을 이용해 쉽게 부착하며 이동
이 용이함.
ㆍ 호의 길이 : 함석의 표면에 눈금이 부착되어 막
대 사이의 눈금차를 이용하여 측정.
ㆍ 중심각 측정 : 막대에 부착된 회전이 가능한 각
도기를 이용하여 측정.
ㆍ 빛의 평행확인 : 각도기에 달린 원통관을 지나
는 빛이 고리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면 두 막대
를 지나는 태양광선이 평행함.
ㆍ 빛이 없을때 : 중력과 위도차를 이용하여 막대
사이의 중심각 측정.

우주본

HIFI 지구의
MRS 53052 ............. 83,600원

스위치 ON/OFF로 작동하는 등 지구의
축적
구경
규격

1:42,000,000
304mm
330 x 330 x 460mm

지구의

MRS 53056 ..........................................792,000원

멀티 천구의
MRS 53057 ......................................... 880,000원

특허 제0667672호

특허등록

ㆍ 우주본은 천구의와 3구의를 결합한 것입니다.
ㆍ 3구의는 지구의 공전, 자전, 일식, 월식, 정도만 보여주는 단순과학
기기이지만, 우주본은 천구 내부에 구의 장치하여 천구 속에 태양,
지구, 달이 있고, 지구와 달이 자연현상 그대로 공전과 자전을 합니
다.
ㆍ 우주본은 천구면에 다양한 학습항목을 인쇄하여 천체를 한 눈에 보
면서 기초천문학을 아주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ㆍ 본 우주본은 3구의가 4구의로 업그레이드 되고, 단순천구의가 멀티
천구의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ㆍ 서울시 품질우수교구선정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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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직경 Ø 500 X 높이 650mm / 전압 220V

ㆍ
ㆍ
ㆍ
ㆍ

천구의 내부로 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구의 내부에 림과 원판이 있습니다.
림은 주로 자오선, 원판은 지평선, 적도면, 황도면의 역할을 합니다.
보조자료(행성의 공전궤도 모형, 행성의 시운동 모형, 달의 공전궤
도 모형, 인형등)가 있습니다.
ㆍ 보조자료를 장착하여 천체의 운동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학습한
다.
ㆍ 림의 홈속에 레일이 들어 있다.
ㆍ 사용설명서, 탐구안내-보고서(23종), 해설과 정답이 수록된 안내서
(칼라판)가 있다. 조작이 간편하다.
규격

지름 400mm, 부속품과 안내서 포함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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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변화실험세트(테두리 없는 자석 지구의)
MRS 56010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을 관찰하는 실험세트로 각도조절
이 가능한 지구의 4개와 태양역할을 하는 해전등 고도측정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좌

규격

가격(원)

220CK2(220mm)

435,600원

304CK2(304mm)

677,600원

계절변화실험기
MRS 52012 ......................................... 220,000원

MRS 52013 .......................................... 198,000원

지구로부터 행성까지 거리나 각도를 천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천체의 위치관계를
축소했습니다. 옆에서 보면 각 행성이 우주공간에 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격
재질

400 x 155 x 165mm
투명 아크릴

태양

규격

18cm 손잡이 지구본
MRS 74291 ........... 39,600원
지구

18-BH

7cm 손잡이 태양
상품명

18cm 손잡이 지구본

7cm 손잡이 태양

상품명

모델명

7-SH

규 격

Ø 70mm X H 130mm

재 질

18cm 손잡이 달본
MRS 74292 ........... 55,000원
달

손잡이

7-SH

330 x 200 x 310mm

18cm 손잡이 화성본
MRS 74293 ........... 55,000원
화성

손잡이

손잡이

18-MH

18-RH

18cm 손잡이 달본

18cm 손잡이 지구본

상품명

모델명

18-BH

규 격

Ø 180mm X H 250mm

아크릴

재 질

내 용

태양

가 격

11,000원

18cm 손잡이 화성본

18cm 손잡이 달본

상품명

모델명

18-MH

모델명

18-RH

규 격

Ø 180mm X H 250mm

규 격

Ø 180mm X H 250mm

ABS (고탄력 플라스틱)

재 질

ABS (고탄력 플라스틱)

재 질

ABS (고탄력 플라스틱)

내 용

지구의 지형 정보 및
국가, 도시 등 수록

내 용

달(Moon)의 지형정보 및
달탐사선 정보 상세수록

내 용

화성(Mars)의 지형정보 및
탐사선 정보 상세수록

가 격

33,000원

가 격

44,000원

가 격

44,0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cm 손잡이 화성본

지구과학

398

지구의

7cm 손잡이 태양
MRS 74290 ............16,500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4계절이 생기는 나라들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든 실험기기입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진 안료를 이용하여 4계절의 원리를 설명하고 지구본을
수직과 23.5도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더욱 쉽게 계절 변화의 원리를 알려주는 신기하고 재미난 실험기기입니다.

지구과학

<실험 예>

지구과학

2018~2019

50cm 실습 천구의
MRS 74300 	����������������������������������������������������������������������������������������������������������������������������������������� 1,430,000원
50cm 실습 천구의

지름 50cm
태양회전
손잡이 (황도)

50cm 실습 천구의

상품명

별자리
성단, 성운
은하 상세수록

지평선
(180 도 회전)

관측자 자석
(세계 모든 나라에
자석 부착 가능)

규 격

태양
손구멍
(손구멍으로
지평선 변경,
관측자 위치의
자석 부착

지구회전 손잡이
받침대

50-C

나침반

Ø 500mm X H 620mm

아크릴

한영판 (한글 +영어 + 라틴어 병기 수록)

내 용

(1) 천구 안에 지구와 태양이 장착되어 다양한 실습 가능
(2) 천구의 구조, 좌표계, 황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을 학습
(3) 88개 별자리, 1,000여개의 별, 별의 밝기를 등급별로 표기,
별자리 연결선, 계절별 길잡이 별꼴, 구상/산개성단,
성운, 은하, 은하수, 24절기, 바이어 명명법 표기
(4) 본 천구의는 지구 안에서 우주를 본 관측자 시점의 천구의

부 록

별자리지도, 달지도, 나침반, 관측자 자석 2개, 매뉴얼

특 징

제작자가 직접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천구의의 다양한 실습 동영상과 상세 매뉴얼 제공

교과서

초등 5-1. 태양계와 별 / 초등 6-1. 지구와 달의 운동
중등 3. 태양계 / 고등. 천체와 우주

1,300,000원

가 격

360도
회전

재 질

언 어

황도

자석 지구본

50-C

모델명

[ 천구의 기능 ]
누구나 쉽게 다양한 천체 실습이 가능한, 관측자 시점의 천구의!!!

지구과학

(1) “지평선”이 180도로 회전되어 고위도, 중위도, 적도 지역의 위도별
별의 일주 운동 실습.
(2) “지구 회전 손잡이를 돌려서 지구본의 360도 회전(자전)
(3) “태양 회전 손잡이”로 태양의 위치를 360도 회전 (24절기 상세 표기)
(4) 전체 지구본에 “자석”을 부착할 수 있어 관측자의 위치 이동 가능
(5) 태양의 “남중 고도” 실습.
(6) 별, 성운, 성단, 은하 등의 다양한 심볼로 “가독성” 있는 편집 디자인

태양을 360도 회전
(황도)

지평선을 180도 회전
(위도별 실습 가능)

별자리지도,
달지도 무료증정

본 천구의는 국내에서 가장 기능이 많은 천구의 입니다.
구매 전에 360도 회전되는 “50cm 플로어 실습 천구의”와 비교하세요
유튜브에서 “50cm 실습 천구의”의 동영상을 미리 시청하세요

투명 천구돔
지구의

MRS 74294
지름 37cm 또는 57cm 택1

투명 반구돔
날짜와 시간

측

천구의 적도
(백색 라인)

관

황도
(빨간 라인)

적위 +90 ~
적위 -50도
까지 수록

받침대

37-DT3 /
57-DT3(택1)
상품명

37cm 투명 천구돔

57cm 투명 천구돔

모델명

37-DT3

57-DT3
Ø 570mm X H 380mm

격

재

질

투명 아크릴 / 반구 형태의 투명돔

언

어

한영판 (한글 +영어 + 라틴어 병기 수록)

내

용

기존 2차원의 별자리판을 3차원의 돔형태로 보는 천체학습

부

록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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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370mm X H 250mm

규

교과서

지구안에서 우주를 보는
관측자 시점의 천구돔

나침반

별자리지도, 나침반, 매뉴얼, 동영상 학습자료
초등 5-1. 태양계와 별 / 초등 6-1. 지구와 달의 운동
중등 3. 태양계 / 고등. 천체와 우주

220,000원

396,000원

투명 천구돔
누구나 쉽게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3차원 투명 천구돔!
(1)
(2)
(3)
(4)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기존 2차원의 별자리판을 3차원의 돔 형태로 보는 교구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 할때 관측자 중심의 밤하늘을 그대로 재현한 천체 교구
적위 +90 ~ 적위 -50도 까지의 밤하늘을 투명 돔으로 관측
별자리, 별의 밝기를 등급별로 표기, 별자리 연결선, 계절별 길잡이 별꼴,
구상/산개성단, 성운, 은하, 은하수, 24절기, 바이어 명명법 표기

[ 사용법 ]
1. 나침반으로 현재 위치에서 “정남쪽”의 방향을 찾는다.
2. 천구돔의 “날짜/시간판”에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찾는다.
3. 만약, 현재 3월 25일 밤 10시 30분이면, 날짜/시간판에서 “정남쪽”을
바라보면 머리 위에 밤하늘과 투명 천구돔의 별자리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 본 천구돔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날짜와 시간이다

* 유튜브에서 “50cm 투명 천구돔”의 동영상을 미리 시청하세요.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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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달본
MRS 74295

특

징

지구의

교과서

가 격

286,000원

파인 화성본
MRS 74297
30cm 파인 화성본
360도
회전

360도
회전

실제 화성(Mars)과 동일한 지도 영상으로 화성의 고원, 평원, 계곡, 산,
산맥, 테라, 발리스, 멘사, 카스마, 크레이터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미국,
구소련 등의 화성 탐사선 및 로버 정보 상세 수록 (국내 최초 화성본)

상품명

30cm 파인 화성본

30cm 파인 조명 화성본

모델명

30-RF

30-RFL

규

격

받침대
언 어
조 명
ON

내

용

교과서

30-RF

30-RFL(조명용)

가 격

Ø 300mm X H 420mm (지름 x 높이)

ABS (고탄력 플라스틱)
한라판 (한글 + 라틴어 병기 수록)
조명 없음

LED 조명 (안전한 어댑터)

(1) 화성(Mars)의 지형 정보 (고원, 평원, 산맥, 크레이터 등) 수록
(2) 화성 탐사선 및 로버 정보 상세 수록
(3) 구의 표면이 코팅되어 있어 보드마카펜으로 쓰고 지우기 가능

초등 5-1. 태양계와 별 / 초등 6-1. 지구와 달의 운동
중등 3. 태양계 / 고등. 천체와 우주

187,0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위성변화 조명 달본
MRS 74296 	�������������������������������������������������������������������������������������������������������������������������������������������� 286,000원

220,000원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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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2018~2019

별자리 지구본
MRS 52023

가 격

121,000원

88,000원

지구과학

미니 천구의(5개 1세트)
MRS 52024 	���������������������������������������������������������������������������������������������������������������������������������������������242,000원

지구의

별자리지도 국전지 코팅형
MRS 52025 ............................................ 22,000원
모델명

92-SL

규격

92cm X 62cm

재질

코팅형

언어

한영판(한글+영어+라틴어 병기 수록)

가
가 격
격

242,000원
242,000원

가 격

242,000원

계절변화 실험세트판(코팅지)
MRS 56105 ............................................ 55,000원
•계절의 변화 실험을 체계
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
실험세트판
•계절의 변화 실험과정, 실
험내용, 실험결과 등의 학
습정보 수록
•계절별 대표 별자리 수록

초등 5-1, 태양계와 별/ 초등
교과서 6-1. 지구와 달의 운동/ 중등
3. 태양계 / 고등. 천체와 우주
지리정보공학 전공,
제작자 측지기사, 천문지도사
자격/전문가 제작
(1) 국제천문연맹에서 정한 밤하늘의 88개의 별자리를 모두 수록함.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별자리지도 중에 가장 상세한 별자리지도.
(3) 앞면은 상세한 별자리지도를, 뒷면은 별자리백지도를 수록하여 별자리를 직접 쓰고 색칠할 수 있는
컬러링 백지도로 구성됨
(4) 신화, 동물 등의 88개 별자리를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표현
(5) 별의 밝기를 등급별로 구분표기(-1등성~5등성), 이중성, 변광성, 신성, 황도, 24절기, 성단(산개성단,
구상성단), 성운(확산성운, 행성상 성운), 은하, 은하수, 별자리 경계선, 별자리 연결선, 적경, 적위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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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110-SE

규격

1100mm X 800mm (가로 X 세로)

재질

양면코팅형

교과서

6-1. 낮과 밤은 왜 생기는 것일가요 / 6-2. 계절의 변화

제작자

지리정보공학 전공, 측지기사, 천문지도사 자격/전문가 제작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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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형모형
MRS 56110 	����������������������������������������������������������������������������������������������������������������������������������������������� 88,000원
해저의 지형 및 판구조를 학습 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해저에서 토적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며 각 해저 화산분출, 열곡 해저협곡, 대양지각등 해저 지형의
다양한 용어를 학습 할 수 있습니다.

규격

460X200X135mm

재질

고무재질

간이지진계
MRS 54001
A형/수평

B형

A형/수직

지구과학

지진을 감지 기록할 수 있는 소형 간이지진계로서 수직과 수평, 지진계의 원리등을 이해시키는 기구입니다.
규격
수평, 수직겸용, 500 x 150 x 200mm, 전원 AC 220V
수평형, 300 x 200 x 200mm, 전원 AC 220V

가격(원)
484,000
264,000

퇴적실험기(간이형)
MRS 56111 	��������������������������������������������������������������������������������������������������������������������������������������������� 198,000원

3종류의 퇴적 실험이 가능
① 입자의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모래와 물을 본체에 밀폐하여 넣고 퇴적이 되는 모습을 여러번 반
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간이 퇴적 실험 장치입니다.
② 본체는 얇은 아크릴 수지 본체 내부에 퇴적물 활강대를 설치하고 있어 기울기를 달리하며 3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전에 본체에 2종류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넣은 후 배출 할 필요가 없고 실험 준
비 및 뒷 정리가 쉽고 어떤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손 쉽게 실험 할 수 있습니다.

재질
크기
부속품

아크릴 수지
315x175x32mm
입자의 큰 모래, 작은 모래 각 100g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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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종류
A형
B형

지구과학

2018~2019

유수대(조절식)
MRS 54008 ......................................... 363,000원

유수대(일반)
MRS 54009 .......................................... 165,000원

물의 흐름(양과 속도)에 따른 침식, 퇴적에 의한 지표변화 및 지하수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양과 속도)에 따른 침식, 퇴적에 의한 지표변화 및 지하수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450 x 1,200 x 100mm, 높이조절대 포함, 물막이 부착

규격

450 x 1,200 x 100mm, 물막이 부착

유수대(신형)
MRS 54010 ............................................................................................................................................. 176,000원

지구과학

지표의 경사도에 따라 그 지표에 물이 미치는
영향과 물의 양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학습기자재용 유수대에 있어서
지지대에 물통과 용기를 함께 올려놓을 수 있
음과 아울러 지지대의 수평봉에 용기의 기울
기를 달리하여 걸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
용이 간편한 이점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방지
하며 물의 흐름에 따라 지표의 변화를 쉽게
괄찰할 수 있도록 한 학습기자재용 유수대입
니다.

특허출원
02-2011-0011311

지질조사

규격

유수대(PVC 각도 조절식)

조륙운동실험세트
MRS 54007 ................... 418,000원(저울 별매)

MRS 54013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와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장치가 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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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x 450 x 100mm

규격

가격(원)

대형 : 450 x 1250mm

165,000

소형 : 450 x 950mm

110,000

지각변동 중 조륙운동(융기, 침강)의 현상을 규명하는 실험기구입니다. 관찰과
계측 실험을 통하여 조륙운동의 원인과 변화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

투명아크릴제, 사각 일체형 수조(340 x 170 x 200mm)
1개, 지각세판(특수합성지) 75개, 압축측정상자(55 x
55 x 63mm) 2개, 받침대(大 1개, 小 2개), 지각세판
꽂이(200mm) 7개 (저울은 본 제품과 별매임)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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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
MRS 54017 ............. 22,000원

물빠짐 비교 실험기(퇴적실험장치)-3구
MRS 56112 ............. 28,600원

물빠짐비교실험장치(링타입)
MRS 56113 ............. 26,400원

토양이 서로 다른 지
층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스탠드 별매:
26,400원)

토양이 서로 다른지층
에서 물이빠지는정도
(모양,속도)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철제스탠드 별매
26,400원

철제스탠드 링(중,
70mm)에 끼워 사용
합니다.(링은 물품에
포함), 하단에 구멍이
있는 뚜껑이 붙어있어
모래나 흙을 넣어도
거즈가 흘러 내리지않
고 원통이 3개가 들어
있어 1세트로 1조실험
이 가능합니다.

규격

구성

Ø60 x
300mm,
2개 1조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합성수지

규격

퇴적통
Φ60X300mm,
바닥에
구멍뚫린
투명합성수지
2개1조

규격
※철제 스탠드 별매

퇴적실험기(대형)
MRS 54016 ........... 165,000원

투명플라스틱원통
MRS 54018 ............. 24,200원
지층이 만들어질
자갈, 모래, 진흙
이 쌓이는 모양을
찰하는 합성수지
명 원통입니다.
규격
구성

공극률실험장치
MRS 54019 ........... 165,000원

때
등
관
투

(※스탠드
별매: 26,400원)

Ø50 x
500mm
2개 1조

구성

MRS 54004 ..........................................242,000원

Ø60 x
500mm
유리구슬 1,
5, 10mm 3종
1조,
각 500g,
눈금이
있는 투명
아크릴판

지질조사

규격 Ø100 x 1000mm
투명아크릴원통,
눈금자 부착,
수량(물의 양)
구성
조절콕크부,
스탠드 및
클램프부

지진발생기

규격

지진발생 설명기(수동식)
MRS 54003 ......................................... 363,000원

지진발생의 원인을 시각으로 이해하는 실험기

지진이 일어나는 모양을 재현하는 기구로 판(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원리를 학습하는 장치입니다. 바다 쪽의 판이 가라앉을 때, 육지 쪽의 판
끝을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끌려들어간 육지 쪽의 판이 찌그러지다가 한계에 달해, 튕겨져 올라오게 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양판은 뒤쪽 손잡이로 이동시키며, 손잡이를 고정하여 찌그러진 상태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규격

550×50×220mm, 플레이트판 건물 포함

지구과학

물에 의해서 지질의 토
양이 퇴적되는 과정을
장치로 보여주는 기구
로서 물 속에서 퇴적되
는 입자의 침강속도는
크고 무거운 입자일수
록 빨리 침강되는 최적
과정을 투명한 관으로
서 직접 관찰합니다.

Ø65 x
300mm
(3개1조),
링3개포함

뒷면의 손잡이를 돌려 해양지층을 움직여 솟아나는 지반이 지동하여 건물이 흔들려
지진이 발생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동 설명용 모형장치입니다.
ㆍ 대륙과 해양지반 사이에 특수 장치를 하여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재현시킴.
ㆍ 강의실 실험실 등에 설치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형 모형임.
규격
재질
조작

600 x 150 x 400mm
프리토 우레탄 케이스 목제
수동식(뒷면에 핸들식으로 되어 있음)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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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경사 실험장치
MRS 54025 ...........................................110,000원

간이푸코진자
MRS 54021 ........................................... 121,000원

주향경사 측정기는 지층의 주
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기구로
서 주향경사 측정기판에 지층
으로 가정한 물체를 얹어 놓고
주향경사 측정기를 회전시키
고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물
체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합니
다.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간이형 진자로서 진자를
흔들어 보면 진자가 외부의 영
향을 받지 않아도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성
규격

지구과학

전향력 실험장치
MRS 54022 ........... 165,000원

220 x 170 x 200mm

지질조사

복각 방위계
MRS 54024 ............121,000원

스프링푸코진자
MRS 54023 ........... 143,000원

지구자기의
3요소(복각,
방위각, 수평
분력)중 복각
과 방위각의
크기를 측정
하는 기구입
니다.

푸코진자원리를 실증하기 위
한 스프링형 흔들이입니다. 예
로서 위도 35° 지점에서 푸코진
자는 1일 200°정도 회전하는데
이 진자를 35°경사지도록 좌우
방향으로 1회전하면 각도(200°)
가 만들어져 지구가 1일 1회전
하는 것을 실증하는것이 가능
합니다. 스프링흔들이의 경사각
Ø를 바꾸어 실험할 때 진자 회
전 각 Ø를 측정하면 실험식으
로 Ø=360 sinØ를 얻고 회전운
동이 렉틀로 합성, 분해시키는
것을 실감나게 얻을수도 있는데
정량 측정이 주목적입니다.

자전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북반구에
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방향으
로 힘을 받는 운동실험(코리올리 효과)장치입니다.
규격
구성

440 x 440 x 120mm
7회전판 300mm 이상, 회전수
0~30RPM, 발사대부

규격
구성

Ø100mm
자침길이 100 수준기, 수평조절장치부,
눈금판(방위각 및 복각) 및 방위판부

지질조사용구 세트
MRS 54028 ........... 132,000원

클리노미터(일반형)
MRS 54030 .............88,000원

ㆍ 클리노메터 : 지형의 고도, 방위지층의 주향, 경사(경사
면, 경사방향)를 측정함
ㆍ 돋보기 : 채집물 또는 지형물 관찰
ㆍ 지형도 : 조사대상지역도, 소형삼각자 : 채집 지역 기록용
ㆍ 표품주머니 : 채집한 표품을 담는 주머니(두꺼운 천으로 제작)
ㆍ 각도기 : 소형(채집지역 기록용)
ㆍ 지학망치 : 표품채집용 망치

지형의 고도, 방위, 지층의 주향, 경사(경사면,
경사방향)를 측정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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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x 165 x 50mm

30cm 회전식,
진자높이 조절장치부,
원판(방위각 인쇄 1°),
수평조절장치부

규격

60 x 110 x 20mm

구성

원봉투 Ø50 x 125mm, 투명 아크릴수지제,
진자의 길이 110mm, 회전각 눈금 1눈금
30°, 스타트 장치 붙음, 100 x 60 x 90mm,
투명 아크릴 수지제, 경사각 Ø눈금
0~90°, 끈흔들이식 수평조정기 붙음.

판구조운동 그림 퍼즐
MRS 54015 ..............13,200원

53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

210 x 292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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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습곡 설명세트
MRS 54026 .............. 11,000원

대지의 단층, 습곡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모델 세트입니다.
규격

20 x 100 x 35mm

접촉측각기
MRS 54031 ............. 26,400원

MRS 54029 ............... 9,900원

결정체(특히 광물)의 면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구이며, 고정막대, 움직막대가 있어 아주
작은 물체의 각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나 암석을 찍어 관찰하거나 채집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구성

쇠절구

규격

주철재 자루부

조흔판
MRS 54034 ................4,400원

광물 및 암석 감정의 한가지 방법으로 색(조
흔색)으로서 구별하는 초벌구이로 된 판입니
다.
규격

320mm, 강철재 자루부

50 x 100 x 10mm

콩, 팥, 좁쌀 분리체(3종)
MRS 54038 .............33,000원

크기가 다른 콩, 팥, 좁쌀이 다른 크기의 구멍
에서 빠지는 모습을 투명 받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 조립이 가능하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규격

Ø125mm, 받침높이 100mm,
체의 높이 55mm

체(2종 3단)
MRS 54035 ............. 29,700원

체(4종 5단)
MRS 54036 ............. 48,400원

다용도 분리체
MRS 54037 ............. 22,000원

흙, 모래, 돌 약품 등 알갱이를 크기별로 선별
하며 퇴적물의 입도 조성에 사용합니다.

흙, 모래, 돌 약품 등 알갱이를 크기별로 선별
하며 퇴적물의 입도 조성에 사용합니다.

투명재질로 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3
단 모두 분리가 가능합니다.

규격

Ø120 x 50mm

규격

Ø120 x 50mm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Ø130 x 125mm(조립 시)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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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이나 광물 및 약품덩어리를 가루로 만드
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120mm 180각, 0~180눈금 간격,
황동제

지구과학

MRS 54033 .............55,000원

지학망치

지구과학

2018~2019

화산모형

지층모형

MRS 54045 .......................................... 165,000원

MRS 54046 .......................................... 143,000원

마그마의 폭발로 나타나는 화산의 분출상태, 화산의 모양이나 구조, 지층의
모양 등을 설명하는 기구(모형)입니다.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물질(자갈, 모래,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어
서 형성된 지층(지면의 층)의 과정이나 형태, 구조, 특성 등을 입체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기구(모형)입니다.

규격

520 x 330 x 250mm, 고무재질

규격

지각구조모형
MRS 54047 ........... 165,000원

240 x 110 x 140mm, 2종 1조, 움직지층 2종 1조, 고무재질

단층모형

습곡모형
MRS 54049 ........... 165,000원

지각의 변화 중 지층이 물리적인 힘을 받아 상
대적으로 이동하여 어긋난 현상(단층)을 모형으
로 제작하여 관찰·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지각의 변화 중 횡압력을 받아 이루어진 지형
의 형태와 구조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관
찰·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지구과학

MRS 54048 ........... 165,000원

지질조사

지구의 표면(지각)을 설명, 학습시키기 위해
입체적으로 만든 모형 제품입니다.
규격

520 x 330x 210mm

구성

습곡단층 부정합 모형
MRS 54050 .......... 220,000원

지각의 변화 중에서 단층, 습곡, 부정합의 구
조 및 원리를 설명·학습시키기 위해 입체적
으로 만든 모형제품입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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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단층 3종, 습곡 2종, 부정합 2종) 1조

4종(정단층, 주향이동단층, 역단층,
수직단층) 1조, 고무재질

지층모형 3종 (단층,습곡,수평층)
MRS 74298 ........... 132,000원

지층모형 3종으로 흐르는물 또는 지층의변화로 운반된물
질이쌓여 굳어진지층을 입체적으로 (각층마다) 분리조립
식 으로 지층구조를 확인하고 각층에 끼워 맞추어본다
크기
재질

350*180*180mm
고무제질/오크목

구성

4종(정습곡, 경사습곡, 등사습곡,
횡외습곡) 1조, 고무재질

지구내부 구조모형
MRS 52075 ........... 165,000원

지구의 내부구조(지표, 맨틀, 외핵, 내핵, 지진
파, 지구의 지름 등)를 입체적으로 학습시키
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Ø320mm, 조립식, 고무재질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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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표본(10종)
MRS 54058 ............. 27,500원

현무암 표본(10종)
MRS 54059 ............. 27,500원

편마암 표본(10종)
MRS 54060 ............. 27,500원

구성

구성

구성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지표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암석의 특징은 매우
단단하고 알갱이의 크기가 크며,
색깔은 다양하며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무색 또는 우유빛
바탕에 검은색 또는 회색 반점의
알갱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현무암은 대부분 암회색이나
흑색을 띤 세립질의 화산암으로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현무암은 암석 겉 표면에 불규칙한
빈 틈이 있는 다공질 구조를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마그마가 분출될
때 그 속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이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변성암의 일종이며 화학성분은
화강암 또는 화강섬록암과
비슷합니다. 석영, 장석, 운모 등
입상 광물이 많아 편상 구조는
뚜렷하지 않지만 줄무늬상
구조가 있습니다.

역암 표본(10종)
MRS 54062 ............. 27,500원

사암 표본(10종)
MRS 54063 ............. 27,500원

구성

구성

구성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역암은 유수나 빙하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화산활동과
더불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역암의 주요 구성물은 자갈인데,
그 사이를 모래나 진흙 또는
탄산칼슘 등의 교결 물질이
메워져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쇄설성 퇴적암의 일종으로
모래 입자가 모여 굳어진
암석입니다. 모래 입자의 지름은
1/16~2mm이며, 일반적으로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등의 광물 및
암석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입자는 풍화되고 운반되는 과정에서
부서지고 마모되어 여러 가지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셰일 표본(10종)
MRS 54064 ............. 27,500원

석회암 표본(10종)
MRS 54065 ............. 27,500원

대리암 표본(10종)
MRS 54066 ............. 27,500원

구성

구성

구성

10개 1조, 목상자入

특징

석회석이나 백운석(Dolomite)이
접촉변성작용이나 광역변성작용을
받으면, 재결정되어 조립의 방해석
결정으로 된 암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을 대리암이라
하며 표면이 아름다워 고급
건축석재로 널리 사용합니다.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입자의 지름이 1/16mm 이하의
실트 및 점토로 이루어지며
실트암 또는 점토암의
일종입니다. 보통은 암색을 띠며
세밀한 엽리를 볼 수 있습니다.
층리면에 평행으로 벗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암석입니다.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일반적으로 세립, 괴상의
암석입니다. 백색 또는 회색인데
불순한 것은 암회색이나 흑색
등을 띠기도 합니다. 석회암에는
화학적 침전으로 이루어진 것과
유기적으로 형성된 것이 있으며,
생물의 생화학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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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일반적으로 실트와 점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불규칙한
혼합물로 물을 함유하여 연약한
것을 진흙이라 합니다. 이것이
굳어져 생긴 암석을 이암이라고
합니다.

지구과학

이암 표본(10종)
MRS 54061 ............. 27,500원

지구과학

2018~2019

화성암 표본(10종)
MRS 54067 .............33,000원

변성암 표본(10종)
MRS 54068 .............33,000원

퇴적암 표본(10종)
MRS 54069 .............33,000원

구성

구성

구성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현무암, 안산암, 섬록반암, 화강반암,
반려암, 섬록암, 흑운모, 화강암,
화강섬록암, 알카리 화강암.
지각 내부의 마그마가 지하나
지표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은
마그마가 고결 시 화학성분, 온도와
압력, 냉각속도에 따라 달라진
암석의 외관 및 특징을 관찰 실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혼펠스, 점판암, 천매암, 견운모편암,
흑운모편암, 화강편마암, 편마암, 사문암,
규암, 대리암.
기존 암석이 높은 온도와 압력, 화학적
조건하에서 재결정 작용을 일으켜 다른
암석 조직을 갖게 된 것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은 변성작용을 받을 때의
물리, 화학적 상태는 물론 각 변성암의
정확한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샘플을 선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이암, 사암, 역암, 미사암, 셰일,
백운암, 쳐트, 응회암, 석탄, 석회암.
지구표면의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 분해된 후 오랜 시간 동안
압축 응고된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유해가 쌓여 암석이
된 것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은 퇴적암 조직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구과학

화산분출물 표본(5종)
MRS 54071 .............33,000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암석(9종)
MRS 54072 .............33,000원

구성

구성

규격
구성

지질조사

규암 표본(10종)
MRS 54070 .............33,000원

특징

10개 1조, 목상자入
사암이나 규질암 등이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입자
사이의 공극이 SiO2로 채워지고
전체가 재결정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특징

5종 1조, 목상자入
용암, 화산탄, 화산재, 스코리아,
부석.
한솔 화산 분출물 표본은 화산이
폭발할 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암석
표본입니다. 여러 가지 샘플을 모아
제작하였습니다.

특징

W170 x 140 x D30mm
9종 1조, 플라스틱 케이스
화강암, 현무암, 이암, 사암, 역암,
석회암, 편마암, 규암, 대리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암석
9종과 안내 책자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학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화성암 표본II (15종)
MRS 54073 ............. 77,000원

변성암 표본II (15종)
MRS 54074 ............. 77,000원

퇴적암 표본II (15종)
MRS 54075 ............. 77,000원

구성

구성

구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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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1조, 목상자入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섬록반암,
화강반암, 반려암, 섬록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섬록암,
반정질화강암, 화강암, 알칼리화강암,
거정질화강암, 화강암Ⅱ, 규장암

특징

15종 1조, 목상자入
혼펠스, 점판암, 천매암, 견운모편암,
흑운모편암, 사문암, 편마암,
규암, 대리암, 활석, 녹니석편암,
화강편마암, 안구상편마암,
사질천매암, 호상편마암

특징

15종 1조, 목상자入
이암, 사암, 역암, 미사암, 셰일,
백운암, 쳐트, 응회암, 석탄, 석회암,
적색셰일, 각력암, 녹색셰일, 암염,
규조토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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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결정 구조 표본(10종)
MRS 54076 ............. 77,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50 x D39mm
10개 1조, 목상자入
수정, 형석, 황철석, 십자석, 방해석,
백운모, 루비(강옥), 장미석고,
아라고나이트, 석류석
광물결정구조 표본은 독특한
결정형을 가지고 있는 광물을
사용하여 결정형 광물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특징

W355 x H210 x D39mm
20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황철석, 황옥, 강옥, 수정,
휘석, 석류석, 흑수정, 지르콘,
방해석, 바나디나이트, 바라이트,
아라고나이트, 장미석, 형석, 자철석,
전기석, 십자석, 정동, 크레다이트,
감람석

규격
구성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228 x D39mm
20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황철석, 황동석, 자철석, 적철석,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사장석, 수정,
황옥(토파즈), 강옥(루비), 흑운모, 백운모,
아게이트, 각섬석, 감람석, 흑요석
광물 표본 20은 광물의 굳기, 조흔색,
결정구조, 깨짐, 쪼개짐 등을 다양한 형태로
실험,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조암 광물 표본(10종)
MRS 54080 .............66,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50 x D39mm
10종 1조, 목상자入
황철석, 황동석, 자철석, 적철석,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사장석, 수정,
황옥(토파즈), 강옥(루비), 흑운모, 백운모,
아게이트, 각섬석, 감람석, 흑요석
광물 표본 20은 광물의 굳기, 조흔색, 결정
구조, 깨짐, 쪼개짐 등을 다양한 형태로
실험,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모스 굳기계
MRS 54082 .............66,000원

호박 속의 곤충 화석 표본
MRS 54083 .............55,000원

구성
구성

구성

W260 x H195 x D39mm
10종 1조(경도 1~10), 목상자入
활석, 자연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내용
석영(수정), 황옥(토파즈), 강옥(루비), 금강석
실험재료 구리(3), 못(4.5), 유리판(5.5), 세라믹 타일(6.5)

특징

10 x 10mm, 목상자入
호박은 나뭇진(수지)이 굳어서 된
화석의 일종입니다. 호박 속의 곤충
화석은 과거 곤충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특징

W355 x H210 x D39mm
15종 1조, 목상자入
황철석, 황동석, 자철석, 적철석,
활석, 수정, 흑운모, 방해석, 백운모,
감람석, 정장석, 형석, 루비, 자수정,
중정석, 핵심 광물 표본 15는 광물의
다양한 특징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순도 95% 이상의 광물 순수
결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깨짐, 쪼개짐 실험세트(12종)
MRS 54081 .............88,000원

규격
구성
특징

W233 x H165 x D40mm
12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방해석, 형석, 백운모, 흑운모,
투명석고, 황옥, 강옥, 아라고나이트,
수정, 흑요석, 장미석고, 벽옥

암석 연마기
MRS 54084 ........... 154,000원

·8 Oz.Gemstone록스 ·2단계 정밀 그라인딩 파우더 ·분
말 연마 3단계 ·4단계 정밀 연마 분말 ·1 Coarse그라인딩
파우더 단계, 보석 만들기와 다양한 암석과 광물의 비밀스
런 세계를 탐구하는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실버 목걸이 체인 톤, 열쇠고리, 조절 링, 전선
귀걸이 쌍, 점프 링 커넥터, 3스타일의 홀더, 접착제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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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규격
구성

핵심 광물 표본(15종)
MRS 54078 .............99,000원

지구과학

광물 결정 구조 표본(20종)
MRS 54079 ........... 165,000원

광물 표본(20종)
MRS 54077 ........... 165,000원

지구과학
화석표본(5종)
MRS 54085 ............................................ 44,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05 x D39mm
5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고사리화석, 조개화석, 삼엽충화석, 규화목, 암모나이트
5종 화석 표본은 지질시대의 표준화석만을 선별하여
실험실습용 표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식물 화석 표본(5종)
MRS 54087 ............................................ 44,000원

지구과학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05 x D39mm
5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규화목, 양치류화석, 피자식물화석, 소철류화석, 나자식물화석
식물 화석 표본은 지질시대의 대표적인 식물 화석만을
선별하여 실험실습용 표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질조사

암모나이트 화석 표본(5종)
MRS 54089 .......................................... 154,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05 x D39mm
5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방해석 치환 암모나이트, 규산 치환 암모나이트, 고니아타이트,
봉합선 구조가 명확한 암모나이트 2종
암모나이트 화석 표본은 암모나이트의 봉합선 구조(진화 상태
파악), 치환 상태,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2018~2019
삼엽충 화석표본(5종)
MRS 54086 ..........................................242,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05 x D39mm
5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Agnostida목, Corynexochida목, Ptychopariida목, Calymenina아목,
Phacopina아목, 삼엽충 화석 표본은 삼엽충의 모양과 형태, 주름 모양,
눈의 구조, 진화 상태 등을 쉽게 파악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동물 화석 표본(5종)
MRS 54088 ............................................ 44,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05 x D39mm
5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삼엽충, 완족류, 산호, 암모나이트, 두족류, 동물 화석
표본은 지질시대의 대표적인 동물 화석만을 선별하여
실험실습용 표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완족류 화석 표본(5종)
MRS 54090 .......................................... 132,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05 x D39mm
5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Uncites, Cyrtospirifer, Mediospirifer, Atrypa reticualris,
Crania personata 고생대 표준화석인
완족류의 여러 형태와 모양을 파악하여 진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암석 광물 표본(40종)
MRS 54091 ..........................................242,000원

전시용 광물 15종세트
MRS 54092 ..........................................275,000원

규격
구성

규격

특징

411

W330 x H440mm
목상자入, 암석, 광물 40종 1조
암석, 광물 표본 40은 암석을
구성하는 조암광물과 금속,
비금속광물 등 광물의
결정구조가 뚜렷한 것으로
선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성

특징

W410 x H260mm
목상자入, 전시용광물 15종,
제품설명서
황철석, 아라고나이트, 자수정,
자연동, 방해석, 형석,
자연석고, 수정, 중정석,
감람석, 장미석고, 아마조나이트,
황, 공작석, 남동석,
루비, 적철석, 감람석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전시용 화석 15종 세트
MRS 54093 .......... 330,000원

규격
구성

특징

W410 x H260mm
목상자入, 전시용 화석 15종,
제품설명서
암모나이트 2종, 삼엽충 화석 2종,
물고기화석, 고사리화석, 성게화석,
완족류화석, 산호화석, 규화목,
벨렘나이트, 두족류, 소철, 상어이빨 2점

화석표본 II

전시용 개별 화석 모음
MRS 54094

세트
규격
특징

30종 세트
2,970,000원
50종 세트
4,950,000원
110 x 100mm, 플라스틱 좌대 포함
전시용 화석 모음은 전세계 각지에서 발굴
수집한 화석을 선별하여 각 학교의 과학실
또는 복도에 전시할 수 있으며 지구과학의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 학교에 필요한 수량만큼 주문 가능합니다.

규격
구성

규격
구성

MRS 54095 .............88,000원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80 x D39mm
10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삼엽충, 방추충, 산호화석, 완족류, 암모나이트,
복족류, 상어이빨, 두족류, 물고기화석,
유공충/ 지질시대(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생존했던 화석들로 구성되어 실험실습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조흔색 광물 표본(12종)
MRS 54098 .............66,000원

지구과학

MRS 54096 ........... 132,000원

화석표본 IV
MRS 54097 ........... 165,000원

화석표본 I

특징

W355 x H210 x D39mm
20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삼엽충, 완족류 2종, 방추충, 산호, 고사리,
벨렘나이트, 바다나리, 암모나이트, 복족류,
두족류, 고니아타이트, 굴화석, 규화목, 성게,
화폐석, 시더, 물고기화석, 상어이빨, 유공충/
표본Ⅳ는 지질시대에 생존하였던 다양한 화석들로
구성되어 폭넓게 학습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규격
구성
특징

지질조사

특징

W355 x H210 x D39mm
15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삼엽충, 완족류 2종, 바다나리, 산호,
암모나이트, 복족류, 시더, 규화목, 고사리,
물고기화석, 유공충, 공룡뼈, 벨렘나이트,
방추충/ 지질시대의 표준화석 중 보존상태가
우수한 것을 골라 화석의 다양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W260 x H195 x D39mm
10종 1조, 목상자入
황철석, 황동석, 활석, 자철석,
적철석, 갈철석, 흑운모, 백운모,
방해석, 노랑방해석, 조흔판 2개

고생대 화석표본(10종)
MRS 54099 ........... 132,000원

중생대 화석표본(10종)
MRS 54100 ........... 132,000원

신생대 화석표본(10종)
MRS 54101 ........... 132,000원

규격
구성

규격
구성

규격
구성

특징

W330 x H180 x D39mm
10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삼엽충, 산호, 벨렘나이트, 해백합, 소철,
고사리, 완족류, 성게, 방추충, 두족류
표준화석을 통하여 고생대의 시대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시대의
환경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 상태가
우수한 화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특징

W330 x H180 x D39mm
10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공룡알껍질, 공룡뼈, 규화목, 시더, 복족류,
암모나이트 2종, 파충류이빨, 해면동물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공룡
관련 화석과 봉합선의 구조가 명확한
암모나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시대 구분과
진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330 x H180 x D39mm
10종 1조, 목상자入, 제품설명서
경골어류골격, 호박, 화폐석, 상어이빨,
물고기, 나뭇잎, 유공충, 포유류골격,
포유류이빨, 신생대 산호화석 /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제작하였고, 화폐석은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존상태가
우수한 화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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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변성암 액자 II
MRS 54102 ........... 165,000원

퇴적암 액자 II
MRS 54103 ........... 165,000원

규격
구성

규격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실물암석 19종(변성암 19종)

500 x 700mm, 원목액자
실물암석 9종

광물이란 II
MRS 54104 ........... 187,000원

규격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수정 2종, 아게이트, 흑요석, 형석,
황철석, 석류석, 공작석, 황동석,
자연동, 방해석, 정장석, 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순수광물 수정 외 15종, 사진자료
2종)

지구과학

결정모양, 깨짐, 쪼개짐 II
MRS 54106 ........... 187,000원

광물의 분류 II
MRS 54107 ........... 187,000원

규격

규격

규격

지질조사

색과 조흔색, 모스 굳기계 II
MRS 54105 ........... 187,000원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수정, 자철석, 흑요석, 황동석,
황철석,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운석, 정장석, 황옥, 강옥 등
(순수광물 수정 외 12종, 조흔판 4종,
사진자료 1종)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수정, 강옥, 십자석, 운모, 황옥, 형석,
장미수정, 아게이트, 오팔, 중정석,
옥, 활석, 벽옥 등
(순수광물 수정 외 13종, 사진자료
1종)

표준광물 80
MRS 54108 .......... 396,000원

MRS 54109 ........... 187,000원

고생대 액자 II
MRS 54110 ........... 187,000원

규격

규격

규격

구성

413

500 x 700mm, 원목액자
순수광물 각섬석 외 79종
원소광물, 규산염광물, 탄산염광물,
산화광물, 황산염광물, 산업용광물,
할로겐광물 등 순수광물 80종

화석이란 II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흑연, 황, 석영, 정장석, 흑운모,
감람석, 휘석, 방해석, 아라고나이트,
자철석, 적철석, 황동석, 황철석, 형석
등
(순수광물 황철석 외 13종)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실물화석 삼엽충 외 8종, 사진자료
5종, 삼엽충, 암모나이트,
공룡뼈, 화폐석, 포유류뼈, 산호,
고사리, 호박 등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각 시대별 대표적 실물화석 삼엽충
외 8종, 사진자료 2종, 삼엽충 2종,
필석, 완족류, 오소세라스, 고사리,
산호 등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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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광물 100
MRS 54111 .......... 550,000원

결정모양, 깨짐, 쪼개짐 I
MRS 54112 ...........297,000원

색과 조흔색, 모스 굳기계 I
MRS 54113 ...........297,000원

규격

규격

규격

구성

W900 x H620mm, 고급액자
순도 95%이상 광물, 원소광물,
규산염광물, 탄산염광물, 산화광물,
황산염광물, 산업용광물, 할로겐
광물 등 순수광물 100종
순수광물 각섬석 외 99종

구성

W900 x H620mm, 고급액자
순도 95%이상 광물, 수정, 방연석,
강옥, 십자석, 운모, 황옥, 방해석, 형석,
장미수정, 아게이트, 오팔, 아라고나이트,
중정석, 옥, 활석, 벽옥, 흑요석 등
순수광물 방해석 외 20종, 사진자료 1종

구성

W900 x H620mm, 고급액자
순도 95%이상 광물, 수정 4종,
황동석, 황철석, 자철석, 조흔판 4종,
모스 굳기계 9종
순수광물 자수정 외 16종, 조흔판
4종, 사진자료 1종

화성암 액자 II
MRS 54116 ........... 165,000원

규격

규격

규격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화성암 3종, 변성암 3종, 퇴적암 3종
(실물암석 13종, 사진자료 8종)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화성암 4종, 변성암 4종, 퇴적암 4종
(실물암석 16종, 사진자료 3종)

구성

지질조사

암석의 순환 액자 II
MRS 54115 ........... 165,000원

500 x 700mm, 원목액자
화성암 12종, 조암광물 6종
(실물암석 12종, 조암광물 6종)

중생대 액자 II
MRS 54117 ........... 187,000원

신생대 액자 II
MRS 54118 ........... 187,000원

지질시대 액자 II
MRS 54119 ........... 187,000원

규격

규격

규격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각 시대별 대표적 실물화석 공룡뼈
외 8종/부착된 실물화석: 공룡뼈,
공룡 이빨, 암모나이트 2종,
벨렘나이트, 규화목, 파충류 이빨,
성게화석 등

구성

500 x 700mm, 원목액자
각 시대별 대표적 실물화석 화폐석
외 7종, 사진자료 1종(화폐석, 포유류
골격, 포유류 이빨, 호박, 상어이빨,
물고기화석, 유공충, 나뭇잎 등)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0 x 700mm, 원목액자
각 시대별 대표적 실물화석 암모나이트
외 10종, 사진자료 1종(상어이빨,
물고기, 암모나이트, 성게, 시더,
오소세라스, 복족류, 완족류, 산호,
고사리, 스트로마이톨라이트 등)

지구과학

지구과학

암석의 생성 액자 II
MRS 54114 ........... 1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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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운모박편

2018~2019
광물박편

암석박편

MRS 54130 ............. 39,600원

MRS 54131 ........... 132,000원

MRS 54132 ........... 132,000원

아주 엷은 운모를 프레파라트로 제작하여 편
광현미경(또는 편광판)으로 운모의 광학적 성
질 실험·관찰에 사용되는 재료

여러 광물을 아주 엷고 미세하게 연마하여 현
미경용 프레파라트로 제작

여러 광물을 아주 엷고 미세하게 연마하여 현
미경용 프레파라트로 제작

규격
구성

115 x 85 x 50mm
2종 1조(흑운모, 백운모)

퇴적암(역암) 만들기 실험 키트
MRS 54127 ............. 22,000원

지구과학

한솔 퇴적암(역암) 만들기 실험 관찰키트는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물
풀 없이도 퇴적암(역암)을 직접 만들어 보고 깨뜨려서 퇴적암(역암)의
구조와 특징을 바로 관찰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규격
W150 x D130mm, 종이상자 入
구성
자갈, 특수 모래, 비커 5개, 5인용 세트로 구성
별도 준비물 장갑, 망치
실험 소요시간 20분

규격
구성

화산 암석 관찰 키트
MRS 54128 .............33,000원

한솔 초등 4학년 화산 암석 관찰 키트는 교과서에 나
오는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분출물과 암석들을
비교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규격
W150 x D130mm, 종이상자 入
구성
화산재, 화산암석 조각, 부석, 화강암, 현무암
별도 준비물 돋보기

지질조사

교과서에 나오는 화성암 관찰 키트
MRS 54123 ............................................ 28,600원
규격
구성

규격
구성

115 x 85 x 50mm
9종 1조

150 x 130mm (5인용)
화강암, 현무암,
스코리아, 화강암가루
각 5개입,
제품 브로마이드 5장

115 x 85 x 50mm
9종 1조

퇴적암 실험 관찰 키트(염산실험)
MRS 54129 .............44,000원

규격

W150 x D130mm, 종이상자 入
이암, 사암, 셰일, 역암, 석회암 각
구성
5개入, 묽은 염산 1병
별도 준비물 돋보기, 보호 안경

교과서에 나오는 변성암 관찰 키트
MRS 54124 ............................................ 28,600원
규격

구성

별도준
돋보기, 장갑
비물

150 x 130mm (5인용)
변성되기 전 암석
3종(화강암, 사암,
석회암),
변성된 후 암석
3종(편마암, 규암,
대리암), 제품
브로마이드 5장

별도준
돋보기, 장갑
비물

교과서에 나오는 퇴적암 관찰 키트
MRS 54125 ............................................ 28,600원
규격

구성

150 x 130mm (5인용)
굳기 전의 퇴적물
3종(자갈, 모래, 점토),
굳은 후의 암석 3종
(역암, 이암, 사암),
제품 브로마이드 5장

별도준
돋보기, 장갑
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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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오는 화강암 관찰 키트
MRS 54126 ............................................ 28,600원
규격

구성

150 x 130mm (5인용)
강암 2종류(수정,
장석) 화강암부스러기
2종류 (흑운모가루,
운모가루)
제품브로마이드 5장

별도준
돋보기, 핀셋, 장갑
비물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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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광물

방해석 투명 결정

MRS 54134

MRS 54135

가격(원)
황동석: 33,000
흑요석: 27,500
적철석: 33,000
방연석: 66,000
정장석: 22,000
방해석: 38,500
사장석: 22,000
휘석: 66,000
남동석: 38,500
자철석: 33,000
흑운모: 66,000
투명석고: 22,000
감람석: 66,000
석탄: 22,000
황철석: 33,000
수정: 33,000
활석: 22,000
형석: 38,500
운모: 22,000
각섬석: 66,000
실험용 광물은 실험 중 많이 소모되는 광물을 종류별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규격
지름 20mm 이상 5개入, 순도 95% 이상 광물, 플라스틱 케이스

면각측정용 수정 표본(5종)
MRS 54136 ............. 77,000원

W230 x H170 x D39mm, 목상자入

특징

한솔 면각 측정용 수정 표본은 실험을 통해
면각 일정의 법칙을 증명할 수 있도록 면각이
뚜렷한 수정 결정을 선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화석모형

규격

20mm x 50mm 이상, 목상자入
W120 x H90 x D45mm

규격
20 x 30 x 15mm 이상, 목상자入
30 x 40 x 20mm 이상, 목상자入

가격(원)
22,000
38,500

화산탄 표본
MRS 54140 .............33,000원

규격
구성
특징

350 x 90 x 50mm정도
5종 1조, 목상자입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공중으로 날아가
뱅뱅 돌면서 낙하될 때 생긴 분출물

화산 폭발 모형지(10매)
MRS 56116 .............. 11,000원

지질시대의 표준화석만을 선별하여 실험실습
용 모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세계의 지진대와 화산대가 분포하는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화산 모형을 접어보며 화산의 구조 등을 알아
봅시다.

지질조사

MRS 54053 .............66,000원

화산대, 지진대 만들기
MRS 54056 ..............13,200원

지구과학

규격

면각측정용 수정 결정
MRS 54137 ............. 22,000원

구분
소형
대형

구성
규격

5종(고사리, 삼엽충, 완족류, 암모나이트,
시조새) 1조, 케이스입
470 x 170 x 50mm

규격

우드락

규격

13.5x6.5x6cm

암석표본 핸드북
MRS 54133 	�������������������������������������������������������������������������������������������������������������������������������������������� 330,000원
구성

화성암 9종, 변성암 9종, 퇴적암 9종, 총 27종
각 암석의 크기 4cm x 4cm (두께: 약 1.5cm)
각 표본의 설명서 포함
책자 형태로 구성되어 책꽂이에 꽂아서 보관 가능
각 암석의 후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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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화산암석조각
MRS 54143 ............................................... 7,700원

화산 쇄설물의 일종이며 화산의 폭발에 의하여 지표로 방출된 크고 작은 암석의 조각들입니다.
규격

지름 약 3~5cm

2018~2019
화산재
MRS 54144 ......................................... 각 7,700원

화산폭발로 분출된 미세한 물질입니다.
구성

코코아색(50g), 흰색(50g)

유리 원료 및 유리 생산제품 표본
MRS 54145 .............................................77,000원

금속 및 광물 제품 샘플(20종)
MRS 54146 ............................................ 99,000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리의 원료와
여러가지 제품의 표본을 통해 유리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가지 금속들이 어느 광물을 원료로 해서 생
산되는지 알 수 있으며 금속 및 금속 합금 등을
광물과 비교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구성

유리제조원료-석영, 백악, 정장석,
탄산나트륨, 석회석, 빙정석, 유황,
정철석
유리제품-유리섬유판, 장식용 유리,
유리섬유 원단, 유리섬유, 창문 유리,
광섬유, 유리테스트 견본, 거울을
포함한 총 16종의 견본. 목제상자入

구성

금속-주철(Fe[C2-4.3%]),
연철(Fe), 구리(Cu), 납(Pb),
강철(Fe), 알루미늄(Al), 주석(Sn),
스테인리스(망간포함)(Fe), 구리(Cu),
니켈크롬(Ni-Cr), 광석-차철석,
섬아연석, 황동석, 갈철석, 적철석,
철반석(보크사이트), 주석석(석석),
연망간석, 방연석, 흑연 총 20종
견본, 목제상자入

지질조사

모오스경도계 광물 표본
MRS 54147 ............................................ 88,000원

석탄 원료 및 석탄 생산 제품 표본
MRS 54148 ............................................ 66,000원

광물의 굳기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하는
광물의 관찰을 통해 서로 다른 광물들을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본입니다.

석탄원료에서 생활 속의 어떤 제품이 생
산되는지 알아보고 석탄생산제품 표본을
통해 석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
하게 정리된 제품입니다.

구성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석영 등 견본으로서
7종 포함(황옥, 강옥, 금강석은
고가인 관계로 사진으로 대체함),
목제상자入

구성

석탄, 콜타르, 합성고무, 광물질비료,
암모니아수, 약류, 페놀수지, 합성섬유,
플라스틱, 코크 등 견본으로서 10종
포함(다이너마이트, 벤젠, 코크스, 피치
등의 견본 부적합 항목은 사진 또는
그림으로 대체함), 목제상자入

광물 암석 및 화석 표본
MRS 54158 ........................................... 121,000원

여러가지 연료 표본
MRS 54159 .............................................77,000원

광물암석의 종류와 실제 동,식물의 화석
견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연료의 종류와
형태를 관찰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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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화강암, 방해석,
이판암(셰일), 대리석, 사암,
석회암, 식물화석, 동물화석 등 9종
견본. 목제상자入

구성

천연가스, 볏짚, 장작, 탄소(숯),
인화석 합성체,
석탄, 올레핀, 고체알코올, 갈탄,
아스팔트, 석유,
석탄구 등 12종 견본. 목제상자入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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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 표본 종류
MRS 54149 .............................................77,000원

광물 암석 표본 종류(40종)
MRS 54150 .......................................... 154,000원

석유 원료로부터 고분자 화합물을 생산
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
러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
정과 이의 견본 관찰을 통해 플라스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광물의 종류를 알아 보고 그 명칭을
올바르게 익힐 수 있는 광물암석 표본입니다.

구성

원유견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제품, 폴리프로필렌 제품, 내충격성
폴리스틸렌 제품, 폴리염화비닐 제품
등 17종 견본, 목제상자入

구성

석영, 황철석, 방연석, 형석, 자철석,
흑연, 활석(운모), 안산암, 방해석(석회암,
대리석의 주성분), 황동석, 옥수,
현무암, 각암(혼펠스), 천매암(변성암의
일종), 사암, 부석(경석), 역암, 자수정,
흑요석(암), 정장석, 석탄, 석고,
적철석, 대리석, 석회석(암), 백운모,
적판암(슬레이트), 화강암 등을 포함한
40종의 견본. 목제상자入

알루미늄 원료 및 생산 제품 표본
MRS 54152 ............................................. 77,000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속 및
금속합금표본으로서 실생활과 산업계 전반
에 사용되는 금속과 합금의 종류를 알아보
고 비교 관찰하면서 그 명칭을 올바로 습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쓰이는 알루미늄이
광물로부터 생산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제
품으로 생산되는 여러종류의 알루미늄 제
품들의 견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알루미늄
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구성

주철(Fe[C2-4.3%]), 연철(Fe),
규소강(Fe[C<2], 스테인리스(Fe),
구리(Cu), 망간(Mn), 구리(Cu),
알루미늄(Al), 주석(Sn), 아연(Zn),
납(Pb), 탄소강(Fe), 구리(Cu),
저탄소강(Fe), 니켈크롬(Ni-Cr) 15종

구성

철반석(보크사이트), 고령토,
산화알루미늄, 빙정석, 알루미늄,
듀랄루미늄, 알루미늄 플래티늄,
알루미늄 소재 등 8종 견본을
포함. 목제상자 入

금속 원료 및 생산 제품 표본
MRS 54154 ............................................ 88,000원

각 결정체의 결정구조를 비교 관찰하면
서 학습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결정체 광물
입니다.

여러가지 금속들이 어느 광물을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지 알 수 있으며, 금속 및
금속 합금 등을 광물과 비교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성

정장석, 자철석, 비취휘석, 흑연
몰리브덴, 황동석, 방해석, 적철석,
석고, 바나늄연석, 백운모, 형석 등
12종 견본, 목제상자入

구성

황동석-구리, 혈석-철, 텅스텐전구(필라멘트), 석석-주석,
철반석(보트사이트)-알루미늄,
바나듐 철티타늄-티타늄 등 광물
및 금속 표본 12종, 목제상자入

철재 원료 및 강재 표본
MRS 54156 ............................................ 66,000원

석유 원료 및 석유 생산 제품 표본
MRS 54157 .............................................77,000원

자철석, 적철석으로부터 철이 생산되는
과정과 여러용도로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
니다.

원유로부터 각종 공정을 통하여 석유관
련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철광석 파우더, 슬래그, 주철의
3종 견본을 포함한 생산 공정도.
목제상자入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유 견본,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파라핀, 바셀린,
아스팔트, 플라스틱, 고무,
화학섬유, 광물질비료, 약류,
세제 등 13종의 견본을 포함.
목제상자入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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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여러가지 결정체 광물 표본
MRS 54153 .......................................... 143,000원

지구과학

금속 및 합금 표본 종류
MRS 54151 ............................................ 99,000원

지구과학

2018~2019

여러가지 섬유 표본
MRS 54155 	����������������������������������������������������������������������������� 66,000원

물속 지층 만들기(10인용)
MRS 56115 ............. 22,000원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섬유를 관찰할 수 있으며 화학섬유
의 생산과정과 최종 생산품까지 각 단계별
견본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
다.

구성

유리섬유, 석면, 면, 비단, 양모,
아마섬유, 테릴렌(인조섬유),
합성섬유, 폴리아미드 섬유,
폴리프로필렌(PP) 및 옷감(4종),
원유견본을 포함하는 15종.
목제상자入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예쁜 소라 해저 지층
을 직접 만들어 보며 실험보고서를 작성 해
봅시다.

전기 고생대의 생물
MRS 54161 ............. 27,500원

후기 고생대의 생물
MRS 54162 ............. 27,500원

규격

규격

규격

지구과학

선캄브리아시대의 생물과 생흔화석
MRS 54160 ............. 27,500원

지질조사
21 x 29.7cm, 30매 1조

21 x 29.7cm, 30매 1조

21 x 29.7cm, 30매 1조

중생대의 생물
MRS 54163 ............. 27,500원

신생대의 생물
MRS 54164 ............. 27,500원

우리나라의 화석
MRS 54165 ............. 27,500원

규격

규격

규격

419

21 x 29.7cm, 30매 1조

21 x 29.7cm, 30매 1조

21 x 29.7cm, 30매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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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합성 실험장치
MRS 61001 ����������������������������������������������������������������������������������������������������������������������������������������� 1,100,000원
의장등록 출원번호 30-2002-0034697, 30-2002-0036197

특징
규격
전원

ㆍ 현직교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합성실험장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5년
동안 연구한 끝에 개발한 새로운 광합성 실험장치.
ㆍ 2001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자료전 특상 수상작으로 1년 간 수없이 많은 실험
을 거쳐 실험장치의 우수성을 검증한 제품.
ㆍ 햇빛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고 광원에 의해서만 빛의 세기 조절.
ㆍ 정성적인 실험은 물론, 정량적인 실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높은 수준의 실험
이 가능하며 과학고, 고등학교, 중학교 과학우수반, 과학교사, 실험연수, 과학연
구원, 탐구과학교실 등에서 사용.
ㆍ 광합성실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광합성실험장치로 조작이 간편하
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속도 측정(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
-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속도 측정.
- 온도에 따른 광합성속도 측정(히터와 온도조절장치 부착)
- 수초고정장치-수초를 쉽게 고정시킴
- 기포포집장치-기포의 산소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용이함.
ㆍ 실험시간이 짧아 정해진 실험시간 내에 실험의 결과를 얻고 정리할 수 있으며
확실한 실험결과물로 학생들의 흥미 고취.
ㆍ 세계 최초의 광합성 실험장치.

외부 빛의 영향 차단, 온도조절기능, 수초고정장치, 기포포집장치, 온도계, 수조, 고무관, 플라스틱 팁 포함(색 아크릴 판 옵션)
350 x 250 x 770mm
AC 200V/60Hz

광합성 실험장치(SP)
MRS 61024 �������������������������������������������������������������������������������������������������������������������������������������������� 440,000원

ㆍ
ㆍ
ㆍ
ㆍ

생물

녹색식물(육상 및 수중식물 등)의 광합성이나 호흡 및 발아종자의 호흡량을 정성, 정량적으로 실
험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실험기 입니다.
[특징]
수중 및 육상식물의 광합성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체량을 투명 모세관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관찰 실험할 수 있습니다.
소동물(개구리 등)의 호흡 및 씨앗의 발아실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MBL 장비와 연동하여 실험 데이터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규격

250 x 200 x 350mm

실험기구

광합성 호흡장치
MRS 61003 ���������������������������������������������������������������������������� 110,000원

이 제품은 씨앗을 가장 안정적으로 발아시키고 재배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품입니다.
규격

580 x 420 x 190mm

광합성 실험장치(소형)
MRS 61004 .............88,000원

광합성을 보다 쉽게 실험할 수 있게 포집관을
사용하여, 기포 포집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Ø190 x 230mm

생물

420

생물

2018~2019

심장운동과 혈액순환 모형
MRS 61012 ..........................................770,000원

인체 호흡운동 모형
MRS 61013 ..........................................770,000원

혈액은 심장과 혈관을 통해 온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합니다.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은 마치 펌
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심장으로
부터 생깁니다. 인체의 심장모형
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혈액 순
환을 단계별로 정지하여 관찰 학
습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폐는 늑골과 횡경막으로 둘러싸
인 가슴 속에 좌·우 한쌍이 있
으며,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
로 운동을 하여 부풀거나 줄어들
지 못합니다. 따라서 늑골이 위
로 올라가고 횡경막이 아래로 내
려가면 폐가 부풀게 되어 공기가
폐로 들어 오게됩니다. 이러한
폐운동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전자동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단
계별로 정지하여 자세한 관찰 학
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460 x 250 x 700mm

규격

호흡운동 실험기(원통형)
MRS 61005 ............. 66,000원

460 x 250 x 710mm

호흡운동 실험기(일반형)
MRS 61006 ............. 72,600원

담배 피우는 소년
MRS 61011 .............66,000원

호흡운동 실험 모델로 흉부와 횡경막, 허파운
동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기로서 공기압력
에 따라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담배에 따른 폐오염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실험기입니다. 단지 1개피 만으로도
많은 오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실용신안출원 제8276호
의장등록 제8230호

생물
실험기구

주름상자(횡경막)를 손잡이의 상·하 운동으로 신
축시켜 원통(흉부)의 공기 압력에 따라 들숨과 날
숨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
다.(횡경막-주름상자, 흉부-원통, 허파-풍선)
규격

96 x 280mm, 플라스틱원통, 80 x 200±5mm

허파실험장치
MRS 61007 .............. 13,200원

호흡과정을 실험 및 설명하는 기구입니다.
규격
구성

Ø120 x 180mm
유리종, Y자관, 고무막

규격

115 x 265mm

호흡실험기
MRS 61008 ...........154,000원

호흡운동 실험모델로 흉부와 횡경막, 허파의
운동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기입니다.
규격

원통 Ø200 x 200mm

규격

폐활량 측정기
MRS 61009 ........... 110,000원

우리가 숨을 쉴 때 얼마나 많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또 최대한 숨을 들이 마신
후 단숨에 내쉬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폐
활량 측정기를 사용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규격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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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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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구조 모델
MRS 65000 ���������������������������������������������������������������������������������������������������������������������������������������������770,000원
렌즈의 특성으로 눈의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의 초점 조절 기능을 모
델화한 실험 장치입니다. 수정체를 물 렌즈를 통해 재현하고 물 렌즈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시, 원시 교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요철 렌즈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렌즈 두께 변화에 따라 수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양
광원

본체-수지, 크기:약 500W x 200D x 300H mm, 물 렌즈 투명
시트(0.2mm 두께), 고무, 튜브, 가위, 플라스틱 주사기
고휘도 LED(빨강, 파랑, 녹색) 사용, 건전지 2개 별매, 오목 렌즈,볼록
렌즈:Φ65mm, f150mm

눈의 구조 실험기(LASER)
MRS 61014 ���������������������������������������������������������������������������������������������������������������������������������������������297,000원
실용신안 출원중

생물

LASER광선(빛)과 아크릴 렌즈를 통해 눈의 구조를 알아보는 것으로 눈의 근시, 원시 등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규격

1. 백색판 : 400 x 240 x 100mm 2.자석부착식 3. 전원 : DC 3V 건전지 AA2개 4.아크릴렌즈 5종 5.LINE LASER

토양 테스터 키트
MRS 46007 ............. 77,000원

식물성장 관찰세트(10인용)
MRS 65003 ........... 132,000원

관다발은 물과 양분을 운반합니다. 식물의 물
관으로 염색할 수 있는 특수 색소입니다. 일
반 식용 색소에 비해 단 시간에 물 관의 흐름
을 관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토양의 산도(pH), 질소(N), 인(P), 칼륨(K) 테스
터 용으로 컬러 비교 시스템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비교기에 흙과 물을 혼합하고 캡슐
을 열어 시약을 넣고 침전시켜 컬러 차트에
액체의 색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30분에 100배 커지는 크리스탈젤을 자양분으
로 식물이 발아하여 성장하는 전 과정을 인큐
베이터를 통해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옹량
구분

100ml
파란색, 빨간색

규격
구성

구성

식물성장 젤, 씨앗(미니호박, 나팔꽃,
해바라기 등)

48x17x70mm
4종 1조, 각 10캡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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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구

식물의 관다발 관찰용 색소
MRS 65002 ............. 22,000원

생물

2018~2019
해부기(지갑형)
MRS 62002 ............. 36,300원

해부기(목상자)
MRS 62001 ............. 48,400원

동·식물의 해부나 생물 실험에 사용됩니다.
규격

동·식물의 해부나 생물 실험에 사용됩니다.

10종 1조, 목상자

동·식물의 해부나 생물 실험에 사
용됩니다.

10종 1조, 지갑형

해부접시(받드형)

동·식물의 해부나 생물 실험에 사용됩니다.
규격

21종 1조, 지갑형

MRS 62005

해부기(고급형)
MRS 62008 ............ 66,000원

방형틀
MRS 61022 ............ 66,000원

동·식물의 해부나 생물 실험에
사용됩니다.

동·식물의 해부나 생물 실험에 사
용됩니다.

야외에서 생물의 군집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생물

해부접시
MRS 62004 ............ 20,900원

규격

해부기(21종)
MRS 62003 ...........198,000원

규격

해부

재질

300 x 240 x 35mm
스테인리스 스틸제,
코르크판부

해부침(2종)
MRS 62007 ...............4,400원

동·식물의 해부에 사용됩니다.
규격

130mm, 2개 1조

구분

규격

가격(원)

大

300 x 250 x 50mm 44,000

小

270 x 170 x 40mm 27,500

해부침(핀 분리형)
MRS 62006 ...............3,300원

구성
재질

핀 분리형 손잡이 1개,
1자형 핀 1개
스테인리스

구성

10종 1조

규격

해부침(T형)
MRS 62009 ............ 33,000원

방형구(조립식)
MRS 61023 ............ 66,000원

T자모형의 해부동물 고정용 핀입
니다.

물품 전체가 유연성의 합성수지로 제작
되었으며, 외형틀의 고정을 위해 각 모
서리 및 중앙부에 8개의 고정링을 갖는
것과 접어서 말았을 때 최소한의 부피로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합니다.

구성

100개/팩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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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1m, 가로·세로 10㎝
간격, 10칸 목재

1 x 1m, 고정링 8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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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날

메스대
MRS 62010 ................ 4,400원

동·식물의 해부에 사용됩니다.
규격

MRS 62011 ............... 4,400원

동·식물의 해부에 사용됩니다.
규격

130mm

메스(안전수납식)
MRS 65004 ............. 44,000원

간이 마이크로톰
MRS 61021 .......... 286,000원

현미경 관찰용 생물 자료를 얇게 자르는 장치
입니다.
마이크로톰 직경 70mm, 절단미동
조절눈금 1/100mm, 절단칼 100mm

먹이사슬 피라미드(대형)
MRS 61017 ........... 154,000원

먹이사슬 피라미드
MRS 61018 .............99,000원

교실수업시 설명이 쉽도록 대형으로 제작되
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피라미드 입체모형에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든 실험교재입니다.

규격
동식물개체수

400 x 400 x 400mm
30종

규격
구성

270 x 270 x 300mm
입체 피라미드, 자석 생태계 카드

규격

160mm

메스날 안전수거기
MRS 62013 ............. 22,000원

1.메스날의 오른쪽 면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가능한 한 깊게
수거기의 입구에 삽입합니다.
2.수거기 윗면의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
3.핸들을 당겨 빼면 메스날은 안전하게 수거기 안쪽으로 떨어
집니다.
메스날의 크기에 따라 150~300개의 메스날을 제거 및 폐기
가 용이하며, 사용한 메스날을 메스대로부터 안전하고 용이하
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칼날을 직접 만지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서 감염의 우려가 없고 안전하고 위생적
입니다.

규격

58 x 79.3 x 25mm

치경
MRS 62016

치아 관찰용 거울입니다.
규격
스테인리스(165mm)
PVC(165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원)
4,840
2,200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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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규격

동·식물의 해부에 사용됩니다.

생물

칼날을 수납식으로 노출하거나 회수하는 개
폐식 형태로 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100년 전통의 일본 블레이드 철강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10개입, 40mm

메스칼(일체형)
MRS 62012 ............... 4,400원

생물

2018~2019

핀셋세트(5종)
MRS 65005 ............. 39,600원

사용 빈도가 높은 핀셋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폭
길이
무게

MRS 45061

규격(스테인리스 강제)

가격(원)

140mm

1,650

200mm

6,600

250mm

8,800

300mm

11,000

전자핀셋 140mm

2,640

TSP-21 TSP-25 TSP-26 TSP-32 TSP-34
10mm 10mm 10mm 11mm 8mm
125mm 125mm 125mm 120mm 120mm
124g

일회용 핀셋(PVC)
MRS 45067 ...............4,840원

핀셋(정밀작업용/TS-11)
MRS 45064 ................2,640원

핀셋

견고한 정밀작업용 핀셋입니다.
규격

140mm, 스테인리스강제

핀셋(정밀작업용/TS-15)
MRS 45066 ............... 2,640원

여지핀셋
MRS 45068 ...............3,300원

견고한 정밀작업용 핀셋입니다.

견고한 정밀작업용 핀셋입니다.

낱장의 멤브라인이나 여과지를 잡
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물

핀셋(정밀작업용/TS-14)
MRS 45065 ............... 2,640원

해부

규격

130mm(10개입)

규격

130mm, 스테인리스강제

규격

150mm, 스테인리스강제

규격

역핀셋
MRS 45063 ................ 6,600원

해부 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를 쉽게 열어서
관찰이 용이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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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m

해부가위
MRS 62020 ................5,500원

규격

140mm

110mm

해부가위(소형)
MRS 62021 ................5,500원

작은 동물의 해부에 이용됩니다.
규격

110mm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MRS

채혈기(PVC)
MRS 62023 ............... 6,600원

채혈핀(란셋)
MRS 62024 ................ 7,700원

혈액판정슬라이드
MRS 62022 .............. 19,800원

3홀용 혈액판정시 사용되는 슬라이드 글라스
입니다.
규격

채혈핀을 사용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규격

120mm, PVC

규격

6개입(5 x 7.5㎝)

혈액형 판정세트(4종)
MRS 62025 ..... 154,000원(세트가격)

혈액형 검사시 혈액을 채혈할 때 사용합니
다.(채혈기 부속)

알콜솜
MRS 62026 ............... 8,800원

200개입

당검사지
MRS 62027

생물

규격
별도판매

구성

100개입, 1회용

구분
1종
2종
4종

4종 세트
항 A혈청 - 28,600원, 항 B혈청 28,600원, RH혈청 - 55,000원

DNA 추출법(식물 세포)(10인용)
MRS 65006 ............. 33,000원

세포의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있는 DNA
에 대해 이해하고 식물 세포 속에 있는 DNA
를 추출하는 실험 상자

소변으로 검사시에 사용합니다.

DNA 추출법(동물 세포)(10인용)
MRS 65007 .............33,000원

세포의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있는 DNA
에 대해 이해하고 동물 세포 속에 있는 DNA
를 추출하는 실험 상자

규격
100매입

가격(원)
14,300
19,800
33,000

해부

① 항A - 혈청, 항B - 혈청, RH - 혈청
혈액형 판정 슬라이드(12개입)
② 혈청은 약 90명 사용분량입니다.

혈액채취용 모세관
MRS 62030 ................ 7,700원

혈액채취용 모세관입니다.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0개입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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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곤충 채집 세트
MRS 62031 .............. 81,400원

곤충을 채집하는 휴대용 도구로서 채집상자,
포충망, 삼각통, 독병을 한 조로 하여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구성

2018~2019
곤충 채집 상자
MRS 62032 ............. 22,000원

채집한 곤충을 보관하는 상자
규격

목재, 300 x 200 x 90mm

플랑크톤 네트
MRS 62033 .............88,000원

해수나 내수의 플랑크톤을 채취하는 기구로
배(보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Ø300mm, 끈부

4종 1조, 채집상자, 포충망, 삼각통, 독병

포충망(학생용)
MRS 62034 ............. 33,000원

포충망(교사용)
MRS 62035 ........... 132,000원

삼각통
MRS 62036 ..............16,500원

생물
채집

나비 등 날아다니는 곤충을 채집할 때 사용합
니다.
규격

규격

Ø400mm, 봉길이 1,860mm
3단 조립식

규격

Ø300mm 이상, 2단 조립식

독병(유리)
MRS 62037 .............. 17,600원

독병(PVC)
MRS 62038 ..............14,300원

곤충을 채집하여 바닥에 에테르를 묻힌 솜을 넣어서 죽일 때 사용합니다.
규격

Ø90 x 130mm, 유리제

나비 등 날개가 큰 곤충을 채집하여 삼각지에
싸서 임시 보관하는 통입니다.

규격

Ø100 x 140mm, PVC

독병(대형)
MRS 62039 ............. 37,400원

①통풍성이 뛰어난 투명 곤충 독병 ②5X 돋
보기 커버 ③미세 측정용 자 ④핀셋 및 이동
용끈
구성

427

150 x 150 x 45mm, 스텐

필드 트립 컨테이너와 핀셋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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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표본상자(일반)
MRS 62049 ............. 55,000원

곤충표본상자(전문가)
MRS 62050 ........... 132,000원

평균대
MRS 62051 .......... 각 7,700원

A형 계단형

B형 평면형

채집한 곤충을 표본으로 보존 및 전시용
규격
재질

400 x 300 x 65mm
유리덮개, 오동나무

채집한 곤충을 표본으로 보존 및 전시용
규격
재질

480 x 416 x 74mm
유리덮개, 규격별 주문제작

곤충핀
MRS 62052 ........................ 1호 33,000원 / 2~5호 각 22,000원
호수

굵기

용도

0.40mm

소형곤충용

0.45mm

소형곤충용

3호

0.50mm

중형곤충용

4호

0.55mm

중형곤충용

5호

0.60mm

대형곤충용

23mm, 12mm, 7mm
A형 계단형, B형 평면형

곤충핀 꽂이
MRS 62053 ............. 22,000원

생물

1호
2호

규격
규격

곤충의 표본 제작시 전시판 및 전족판에 고정시
킬 때 사용합니다.
규격

약 40mm

전시판(일반)
MRS 62054 .............. 19,800원

날개를 펼쳐야 하는 곤충표본을 만들 때 그
모양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재질

370 x 103 x 30mm
오동나무

전시판(조절식)
MRS 62055 ............. 27,500원

날개를 펼쳐야 하는 곤충표본을 만들 때 그
모양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간격 조절
식입니다.
규격

350 x 126 x 28mm

173 x 58 x 33mm, 12홀

채집

규격

전족판
MRS 62056 ..............19,800원

곤충표본의 제작시 날개나 몸체를 고정시킬
때 사용합니다.
규격
재질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0 x 103 x 30mm
오동나무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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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2018~2019

자연과학 생태수조
MRS 62057 ������������������������������������������������������������������������� 330,000원
독특한 학습방식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식물을 기르거나 곤충, 파충류 등
작은 동물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수족관으
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생태수조
는 투명하고 두꺼운 플라스틱 상자와 뚜껑 그
리고 견고한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습기와 열
에 잘 견디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교실내와
실외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일정한
장소에 고정 시킬수도 있고 또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투
명하여 어느 방향에서나 잘 관찰할 수 있고,
상자로부터 플러그가 달린 받침선반이 부착되
어 배수가 용이하여, 물을 흘리거나 쏟지 않게
되어 있으며 뚜껑을 쉽게 여닫을 수 있어 한
눈에 모든 것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수조크기(전체) : 533 x 533 x 711mm, 상자크기(위, 아래) : 457 x 457 x 457mm

공기주입장치(어항용)

뜰채

MRS 62065

MRS 62064

어항(플라스틱)
MRS 62062 .............44,000원

식물이나 동물(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벌레
등)의 사육 및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설명·이
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240 x 400 x 280mm(플라스틱),
부속별매

온도조절장치(어항용)
MRS 62066 ............. 24,200원

생물
채집

구분
대형
중형
소형

규격
170 x 200mm
125 x 110mm
100 x 80mm

가격(원)
5,500
4,400
3,300

고무망치(의료용)
MRS 62067 ...............11,000원

의료용(신체반응 실험용)입니다.
규격

200mm

공기 및 산소를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구분
1구
2구

가격(원)
22,000
24,200

고무망치(고급형)
MRS 62068 ............. 26,400원

의료용(신체반응 실험용)입니다.
규격
구성

180mm
스텐제 손잡이부, 침, 솔

어항 속에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여 넣으면 자
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면
켜지는 바이메탈의 원리를 이용한 제품입니
다.
규격

간이 물뿌리개
MRS 62069 .............. 11,000원

쓰고 남은 페트병을 이용해 식물에 물을 주는
기구입니다. 5색으로 구성되어 비료통도 구
분할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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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식물 채집 통
MRS 62041 .............44,000원

식물압착기
MRS 62060 ........... 165,000원

식물을 채집할 때 휴대가 용이하게 제작된 금
속제 용기입니다.

채집한 식물을 눌러서 건조시킬 때 사용합니
다.

식물 채집 세트
MRS 62040 .............. 79,200원

식물을 채집할 때 쓰는 기구로서 채집통, 야
책, 모종삽, 전정가위를 한조로 하여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구성

규격

규격

370 x 150 x 170mm, 끈부

450 x 300mm, 스크류식

4종 1조, 야책, 모종삽, 채집통,
전정가위

야책(전문가)
MRS 62044 ............. 48,400원

누에고치
MRS 61019

원예 공구세트
MRS 62045 ............. 48,400원

생물

목끈, 눈알, 큐방, 솜알 등을 제공하여 공예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종삽

300 x 450mm
2개 1세트, 벨트식 끈 포함

가격(원)
5,500원
6,600원

구성

가지치기칼, 갈퀴, 꽃삽(2종),
풀깍는가위, 전정가위, 모종삽(2종),
분무기, 플라스틱 케이스入

사육상자(PVC)
MRS 62059 ...............8,800원

전면 투명재질로 관찰이 용이하
며, 뚜껑에 먹이뚜껑이 달려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RS 62046 ............... 2,200원

MRS 62047 ............. 11,000원

사육상자(목재)
MRS 62058 ............ 99,000원

식물의 뿌리부분을 채집할 때 사
용합니다.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자를 때 사
용합니다.

곤충(성충, 애벌레)을 사육하여 생활
사나 생태를 관찰하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구성

75 x 230mm
강철제, 플라스틱손잡이

전정가위

교정가꾸기 및 실과시간에 꽃재배, 채소가꾸기

규격

50 x 180mm
규격

300 x 300 x 450mm 정도 목재,
1면 유리, 3면 철망, 서랍(오물
받침), 휴대용 손잡이 부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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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

규격
흰색(10개, 3~4cm)
칼라(6색, 12개입, 3~4cm)

규격
구성

생물
루페(30배율)
MRS 65012 ............110,000원

2018~2019
루페(손잡이부)
MRS 63029 ............. 27,500원

루페 포켓용 고배율렌즈(스텐)
MRS 63026

10X23 Single

높은 30배 등의 배율, 간단한 현미경 돋보기.
확대

규격

순 무개

30배

37 x 20mm

10g

원형루페(고급형)
MRS 63015 .............55,000원

손잡이가 달려 관찰이 편하며 15배의 고배
율로 더욱 정밀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배율
크기

15배율
렌즈 5cm, 손잡이 7cm

원형루페(보급형)
MRS 63016 ..............16,500원

규격
10X23mm
20X19mm
30X21mm

20X19 Single

30X21 Single

가격(원)
22,000
55,000
7,700

목걸이형 루페(고급형)
MRS 63022 ..............19,800원

생물
관찰

개미나 우산이끼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규격

규격

10배

개미나 우산이끼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Ø35 x 40(h)mm

목걸이형루페
MRS 63014 .............16,500원

배율

조명 루페(LED)

필드루페 8배율
MRS 63017 ............ 19,800원

MRS 63023

더블

10배

싱글

휴대가 간편하고 정밀한 렌즈와 밝은 LED조명으로 구성되어 고
배율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개미나 우산이끼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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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10X, 45 x 50 x 50mm

더블
싱글

규격
Ø22mm-30X, Ø12mm-60X,
수은건전지
Ø25mm-40X, 수은건전지

가격(원)
24,200
22,000

자연물에 루페를 대고 눈을 가까이 한 후 관
찰이 가능합니다.
규격

배율 8X, 지름 4.5cm x 높이 5.5cm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스마트폰용 망원경+현미경겸용
MRS 65009 .......................................... 198,000원

ㆍ 220x 현미경 렌즈 미니 삼각대와 16배 줌 망원경 카메라 렌즈 제품
하나로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자연관찰과 현미경 학습 및 여행, 경기관람등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시 유용합니다.
구성

망원경 렌즈(16배), 홀더 1개, 미니삼각대 1개, 클리너 1개

크기측정현미경(80배)
MRS 63005 ...........66,000원

스마트폰 고배율 현미경
MRS 65008 ............................................ 44,000원

ㆍ 200X 고배율 스마트폰 현미경
ㆍ LED가 탈착이되며 큰물체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ㆍ 3가지 배율의 각기다른 렌즈로 세밀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규격

70 x 28 x 130mm

휴대용 현미경(LED)
MRS 63006 ............. 28,600원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야외 수업 등 어두운 곳에서
도 관찰할 수 있게 조명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밀한 렌즈와 밝은 LED로 구성되어 있어 물
체의 표면을 고배율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
다.

생물

휴대용현미경(CSM40X)
MRS 63028 .............44,000원

규격

80배, AA 건전지 2개

휴대용 현미경
MRS 63008 ....... 각 48,400원

30x, 40x의 고배율 휴대용 현미경으로 야외
및 어두운 곳에서 사용가능하고 광원장치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현미경 CSM40X 본체, 1.5V AA 건전지 2개
50 x 20 x 140mm
40x

규격

60X ~ 100X, 수은 건전지 3개

실체 현미경(휴대용)
MRS 63009 .............44,000원

휴대용 현미경(100배율)
MRS 63010 .............88,000원

암석, 광물, 화석의 표면을 관찰하기에 편리합
니다. 30배로 확대하여 보여주며 어두운 곳에
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랜턴이 달려 있습니다.

100x의 고배율 현미경으로 야외 및 어두운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망원장치 내장). 60x~100x까지 줌 기능으로 관찰이 용이하고, 현미
경 받침대 부착으로 관찰작업이 편리합니다(AA형 건전지 2EA 사용).
규격

25 x 47 x 160mm
배율100x(60x~100x, 줌기능)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물

규격

 0배 AA용 건전지 2개
3
40배 AAA용 건전지 2개

구성
규격
배율

규격

30배율 실체현미경, 미니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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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조명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내부에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이 그려져 있는 고급제품
입니다.

생물
스마트폰 현미경
MRS 94010 ..............15,400원

ㆍ
ㆍ
ㆍ
ㆍ
ㆍ

피부 및 두피 상태관찰
눈 결정체 관찰
손쉽게 장착하고 간편하게 촬영
LED 탑재로 더욱 선명하게!
앱(APP)설치없이 바로 사용가능

2018~2019
이중관찰현미경
MRS 63019 ............. 22,000원

휴대용현미경(펜슬형)
MRS 63007 .............66,000원

관찰물을 동시에 위·아래에서 관찰할 수 있
으며, 위의 관찰경은 분리가 가능하여 관찰확
대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판독이 가능하도록 확대 및 축소가 가
능합니다.

규격

140 x 200 x 130mm

곤충관찰 현미경(2단)
MRS 63021 ............. 22,000원

살아있는 생물체(곤충, 애벌레)등을 관찰 하
는데 편리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곤충, 애벌레)등을 관찰 하
는데 편리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50 x 23 x 138mm
25x

곤충관찰경(Bugs Viewer)
MRS 63020 ................ 6,600원

생물

곤충관찰현미경(1단)
MRS 63018 ..............15,400원

규격
배율

관찰

규격

ㆍ 그림자 관찰등 빛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에 사용
ㆍ 이동이 용이하고 불빛 각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규격
받침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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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70 x 70mm

소형 LED 스탠드(자바라식)
MRS 37034 ..............14,300원

25 x 25mm
4cm
AAA건전지 3개(포함)

다양한 곤충을 관찰하기 적합한 관찰통 4~5cm 이내의 꽃잎이나 나
뭇잎, 나무의 열매도 관찰 가능하며 각종 자연물의 보관함으로도 사
용가능합니다.

생물관찰 목걸이 돋보기
MRS 63011 ................ 3,300원

움직이는 생물을 투명 상자 안에 넣어서 관찰할 수
있는 돋보기로 목걸이가 있어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규격

40 x 40 x 40mm, 투명 아크릴

배율 3X + 2X =5X

생물조직 검사경
MRS 63012 ............. 48,400원

섬유조직 및 생물조직을 편리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눈금 부착으로 작업이 편리합니다.
규격

배율 5X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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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프레파라트(100매)
............ 242,000원
MRS 64001
1
2
3
4
5
6
7
8
9
10

동물편
해면조직
강장(말미잘)
생식(개구리수정)
물벼룩
송사리지느러미
상피조직
혈구
횡문근
평할근
콩팥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 242,000원
MRS 64002
식물편
1
해캄
2
보라털발
3
송이버섯주름
4
양파
5
양달개비 잎
6
풍매화
7 풍난 잎의 절단면
8 옥수수 줄기의 절단면
9 동백잎 줄기의 전단면
10
호박줄기

............ 275,000원
MRS 64003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0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동·식물 종합편
세포분열
5매
생식세포
5매
세균
3매
동물의 발생
5매
미생물
5매
균류
5매
플랑크톤
5매
기생충
5매
혈액형
7매
신경세포
5매
동물조직
30매
식물조직
20매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MRS 64004
동물편 B형(100매)

식물편 B형(100매)

동물편 B형(25매)

식물편 B형(25매)

대뇌 절편

4매

1

단 자엽 식물 줄기 횡단

4매

1

대뇌 절편

1매

1

단 자엽 식물 줄기 횡단

1매

2

소뇌 절편

4매

2

쌍 자엽 식물 줄기 횡단

4매

2

소뇌 절편

1매

2

쌍 자엽 식물 줄기 횡단

1매

3

폐 절편

4매

3

식물 어린뿌리 횡단

4매

3

폐 절편

1매

3

식물 어린뿌리 횡단

1매

4

심근 절편

4매

4

식물 뿌리 끝 종단

4매

4

심근 절편

1매

4

식물 뿌리 끝 종단

1매

5

위 절편

4매

5

식물세포 유사분열

4매

5

위 절편

1매

5

식물세포 유사분열

1매

6

소장 절편

4매

6

식물 감수분열

4매

6

소장 절편

1매

6

식물 감수분열

1매

7

이자 절편

4매

7

양파껍질 조립편

4매

7

이자 절편

1매

7

양파껍질 조립편

1매

8

자궁 절편

4매

8

양파 뿌리 끝 횡단

4매

8

자궁 절편

1매

8

양파 뿌리 끝 횡단

1매

정맥 혈관 절편

4매

9

검정말 조립편

4매

9

정맥 혈관 절편

1매

9

검정말 조립편

1매

동맥 혈관 절편

4매

10

당 결정체 조립편

4매

10

동맥 혈관 절편

1매

10

당 결정체 조립편

1매

11

정소 절편

4매

11

해캄 속의 녹조류
(수면) 조립편

4매

11

정소 절편

1매

11

해캄 속의 녹조류
(수면) 조립편

1매

12

난소 절편

4매

12

해캄 속의 녹조류
(수면) 결합생식 조립편

4매

12

난소 절편

1매

12

해캄 속의 녹조류
(수면) 결합생식 조립편

1매

13

기관 절편

4매

13

꽃잎 조립편

4매

13

기관 절편

1매

13

꽃잎 조립편

1매

14

신경 횡단

4매

14

꽃가루 새싹 조립편

4매

14

신경 횡단

1매

14

꽃가루 새싹 조립편

1매

15

척수 횡단

4매

15

꼭지눈(정아) 종단

4매

15

척수 횡단

1매

15

꼭지눈(정아) 종단

1매

16

골격근 횡단

4매

16

논 벼 잎 횡단

4매

16

골격근 횡단

1매

16

논 벼 잎 횡단

1매

17

인체 모낭 절편

4매

17

논 벼 줄기 횡단

4매

17

인체 모낭 절편

1매

17

논 벼 줄기 횡단

1매

18

인체 땀샘 절편

4매

18

논 벼 뿌리 횡단

4매

18

인체 땀샘 절편

1매

18

논 벼 뿌리 횡단

1매

19

구강상피세포 조립편

4매

19

옥수수 종자 절편

4매

19

구강상피세포 조립편

1매

19

옥수수 종자 절편

1매

20

구강점막세포 조립편

4매

20

옥수수 잎 횡단

4매

20

구강점막세포 조립편

1매

20

옥수수 잎 횡단

1매

21

섬모상피 절편

4매

21

옥수수 꽃 종단

4매

21

섬모상피 절편

1매

21

옥수수 꽃 종단

1매

22

사람 혈액 표본

4매

22

옥수수 전분 조립편

4매

22

사람 혈액 표본

1매

22

옥수수 전분 조립편

1매

23

동물세포 유사분열
절편

4매

23

옥수수 잎 아래
표피 조립편

4매

23

동물세포 유사분열
절편

1매

23

옥수수 잎 아래
표피 조립편

1매

24

동물표피세포 절편

4매

24

누룩곰팡이 조립편

4매

24

동물표피세포 절편

1매

24

누룩곰팡이 조립편

1매

25

동물신경 조립편

4매

25

푸른곰팡이 조립편

4매

25

동물신경 조립편

1매

25

푸른곰팡이 조립편

1매

규격
가격

25종 100매 1조(25종 4매씩)
각 297,000원

규격
가격

25종 25매 1조(25종 1매씩)
각 99,0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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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생물

1

생물

2018~2019

영구 프레파라트(25매)

영구 프레파라트(5매)

MRS 64005

MRS 64006
품명
동물조직
식물조직

규격
25매
25매

품명
혈액형 및
혈구
균류(곰팡이,
버섯류)
신경세포
생식세포
세포분열

가격(원)
88,000
88,000

규격

가격(원)

5매

39,600

5매

33,000

5매
5매
5매

33,000
33,000
33,000

생물 관찰용 미니 수조세트(5개입)
MRS 65011 ����������������������������������������������������������������������������������������������������������������������������������������������� 66,000원
수생 생물을 관찰하기 편리한 미니 수조입니다. 깊이가좁고 특히 작은 송
사리 등 작은 수생물의 생생한 움직임과 모양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
니다. 10개 세트는 스탠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물

재질
크기
수조크기

프레파라트

슬라이드 글라스(받침유리)
MRS 64013 ................ 5,500원

현미경용(프레파라트 제작용) 또는 직선광원
장치 슬릿 제작용입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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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x 26mm, 50매입

홀슬라이드 글라스(1홀)
MRS 64014 .............55,000원

현미경용(프레파라트 제작용) 또는 직선광원
장치 슬릿 제작용입니다.
규격

50매입

아크릴 수지(투명)
100W x 9D x 60H mm
φ40x5Dmm

커버글라스(덮개유리)
MRS 64015 ................3,300원

규격

100매입, 18 x 18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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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슬라이드 글라스(5개 세트)
MRS 65013 ............................................ 55,000원

커버글라스용 눈금판(100매)
MRS 65014 ............................................ 99,000원

물 벼룩 등 다양한 미생물의 움직임을 첨단 기술력으로 만든 물방울(수
막) 형태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관찰, 더욱 실감나는 관찰로 과학의 흥
미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움직임이 있는 물벼룩을 관찰하여
물 벼룩의 눈이 하나인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등에서 물체를 확대하고 관찰 또는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물체
와 함께 모눈 눈금도 확대하므로 눈금을 읽는 것만으로 간단히 물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멍
크기

관찰 배율-생물 현미경 종합 배율 40배용
φ4mm(24 홀)
76x26mm

물방울 슬라이드 글라스(4종세트)
MRS 64031 ��������������������������������������������������������������������������������������������������������������������������������������������� 143,000원

접착형 슬라이드(20개입)
MRS 65015 ............................................ 66,000원

위험한 깨지는 유리 글라스를 대신하여 연질의 접착형 슬라이드 글라
스입니다. 젖은 천으로 닦은 후 재사용 가능
수량
규격

20개
35x43mm

권장현미경
실체현미경 20배용
실체현미경 40배용
실체현미경 40배용
실체현미경 100배용

구성
10장
10장
10장
10장

마이크로 슬라이드
MRS 64017 ............................................ 55,000원

12장의 슬라이드에 36가지의 표본이 있습니다.
구성

드링크, 플라스틱, 합성섬유, 메뚜기, 약재 및 탄수화물,
마이크로필름, 자연섬유, 동물, 해조류, 비타민과 균류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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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모양
원형 : 직경10mm
원형 : 직경5mm
원형 : 직경4mm
원형 : 직경1.5mm

생물

물벼룩등 다양한 미생물의 움직임을 첨단 기술력으로 만든 물방울(수막) 형태
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실감나는 관찰로 과학의 흥
미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ㆍ 특수 인쇄되어 있는 슬라이드글라스 부분에 현미경의 크기에 맞게 물방
울이 형성됩니다.
ㆍ 같은 크기의 물방울을 여러개 생성하여 미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정확도
를 높입니다.
ㆍ 현미경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형•표본•액침

2018~2019

인체 근육 해부 전신 모형(네오디움자석식, 고무재질)
MRS 71001 ..................................... 2,640,000원

말하는 투명인체 모형(포리카본재질)
MRS 71002 ..................................... 2,640,000원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파손
안됨

파손
안됨

투명한 피부 속으로 보이는 입체적
인 인체 해부 모형!
원격 조정에 의한 부위별 점등과 음
성 설명!
가볍고 튼튼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청각 수업 가능!
규격
재질
전압
구성품

기능

네오디움 자석이 설치되어 탈부착이 간편합니다.
인체구조에 대하여 배복관계나 상호관계를 모형에 의하여 기관의 형상,
위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모형 표
•본 액
•침

규격
재질
형태

인체모형 - 전신모형
MRS 74038 ......................................1,980,000원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파손
안됨

125cm
염화비닐
조립식 모형(12pcs)

인체 반신 모형(고무재질) A형
MRS 71003 ....................................... 1,980,000원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1,400 x 550 x 100mm
포리카본
220V
리모콘
리모콘 전원 스위치 기능,
부위별 LED램프 점멸기능,
일시정지 기능, 전체 자동
설명 기능, 볼륨 조절 기능,
이동 수업 기능

인체전신모형은 네오디움과
고무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인체몸속에 있는 장기류등을
직접내손으로(말랑말랑) 심장등을
실감나게 꺼내서 만져보고
장기부위를 찾아 몸속에 원위치에
손쉽게 탈,부착해보며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이고 내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규격
재질

1,330 x 500 x 250mm
네오디움과 고무재질

파손
안됨

모형

인체 반신 모형(고무재질) B형
MRS 71004 .......................................1,210,000원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파손
안됨

우리 몸과 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과 몸 속에 장기, 폐, 심장, 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등 10개로 분
리·조립됩니다. 고무재질이라 절대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규격
재질
형태

부위별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고무재질이라 절대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
규격
종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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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x 400mm, 10kg
해부모형
고무재질

850 x 410 x 290mm
고무재질
10pcs, 실물형 분리해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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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인체혈액순환계 모형(포리카본재질)
MRS 71007 ..................................... 2,640,000원

말하는 인체 모형
MRS 74039 ......................................... 990,000원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물이 흐르듯! 자연스런 혈액의 순환, 가볍고 튼튼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청각 수업이 가능합니다. 절대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1,000 x 550 x 40mm
전자시스템
투명/입체

규격
재질
사용전압
구성품목

950*420*50mm
포리카본/알루미늄
220V
본체/리모콘/ 전원아답타

인체 뇌척수 신경계 모형(포리카본재질)
MRS 71005 ........... 319,000원

인체 뇌척수 신경계 모형(고무재질)
MRS 71006 ...........198,000원

인체혈액순환계 모형(포리카본재질)
MRS 71008 ...........319,000원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8차 교육과정

공인기관 시험 선정품

공인기관 시험선정품
8차 교육과정

파손
안됨

파손
안됨

파손
안됨

모형 표
•본 액
•침

규격
구성
형태

1) 리모콘 조작으로 인체의 각 부위 LED가 점등되고 음성으로 설명
2) 스피커 음량조절 및 작동은 리모콘 버튼으로 조작
3) 부위별 기능 확인 및 이동수업

모형

포리카본 재질로 절대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
다.
규격
형태

930 x 400 x 60mm
오목블록 부조식 금형제작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어 있어
서 교육 보조 재료로서의 활용성이 우수합니
다. 절대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규격
재질
형태

900 x 370 x 60mm
고무재질
부조모형, 오목블록 부조식 금형제작

포리카본 재질로 절대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
다.
규격
형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00 x 550 x 40mm
부조모형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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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전신 모형
MRS 71010 ............... 550,000원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배복관계나 상호관계
를 모형에 의하여 기관의 형상, 위치관계 등
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145㎝ 정도, 고무, 근육, 실물형
받침대, 부전신, 흉복, 머리부분
조립가능

모형 표
•본 액
•침

인체 반신 소형 A형
MRS 71013 .......... 440,000원

2018~2019

혈액순환계모형(포리카본 보급형)
MRS 71120 .............. 220,000원

인체 반신 모형(B형)
MRS 71012 .............. 660,000원

교과서과정 우리몸의 구조와 뼈와근육 장
기위치 하는일을알아보며 기초교육에 호기
심 및 이해력 집중과 심화접근에 필요한 교
구교재

인체의 구조(장기)를 분리·조립할 수 있습니
다(8~9개로 분리 조립 가능). 인체의 구조, 폐,
심장, 횡경막, 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신장,
이자, 방광 등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재질

770×410×50㎜ (공인기관 시험성적품)
폴리카보네이트, 파손 안됨

규격

380 x 230 x 900mm 정도 실물형,
9등분(고무재질)

인체반신 모형(조립식)
MRS 71040 .............88,000원

인체의 구조(장기)를 분리 조립할 수 있습니다
(8~9개로 분리 조립 가능). 인체의 구조, 폐,
심장, 횡경막, 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신장,
이자, 방광 등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체 반신으로 축소된 8개 부품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칠을 한 자연
스러운 모형입니다.

모형

인체 반신 소형 B형
MRS 71014 ........... 187,000원

실물과 동일하게 축소 제작하였으며 각 장기
별로 칼라 제작하여 탐구하는데 용이합니다.
규격

180 x 180 x 520mm정도 분리조립
형, 11등분

규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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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x 110 x 450mm 정도(고무재질)
실물형, 9등분

규격

27cm(10"), 8pcs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인체 뼈와 근육모형(새교과용)
MRS 73000 ......................................... 660,000원

인체근육전신모형
MRS 73001 ......................................... 880,000원

뼈와 근육 모형

우리 몸의 구조와 뼈와 근육 장기위치가 하는 일을 알아보며 기초교육
에 호기심 및 이해력 집중과 심화접근에 필요한 교구교재
규격
재질
형태

규격
재질
형태

인체 반신 소형 D형
MRS 73002 .......... 330,000원

800 x 330 x 300mm (공인기관 시험 성적품)
고무재질, 파손 안됨
우리 손으로 인체근육과 팔 관절, 무릎관절을 직접
손으로 꺽어보고 만져보며 우리 몸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이다.

인체 골격 모형(순환계포함)
MRS 73004 .......... 440,000원

우리 몸에서 운동하는 근육의 움직임을 자세
히 알아볼 수 있는 모형입니다.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어 있어서 교육보
조 재료로서의 활용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골
격만 볼수있는 모형에 비해 골격, 심장, 순환계모형까
지 첨가되어 있어 1석2조의 교육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모형

인체 근육 모형
MRS 73003 .......... 770,000원

모형 표
•본 액
•침

1220 x 500 x 70mm (공인기관 시험 성적품)
폴리카보네이트, 파손 안됨
크고 입체적인 뼈와 근육 모형으로 더욱 선명하고
입체감을 살린 금형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뼈와 근육관절의 위치와 하는 일을 다양하게 알
아보며 직접 손으로 관절부위를 꺾어보는 실험실습과 실물교육의
필수품이다.

인체의 뇌와 몸의 장기(14pcs) 생김새 및 위
치 상호 기관 등 연계성을 설명합니다. 직접
인체모형을 만져보고 분해, 조립 실습하여 이
해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26cm
PVC, 고무재질

규격
구성

52cm
PVC 재질

규격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 85cm
PVC, 고무재질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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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골격 모형(170일반)
MRS 71019 .......... 660,000원

인체 뼈의 구조, 인간의 골격본 형태를 실물
과 같게 조립되었으며 306개의 모양과 구조
를 한눈에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규격

170㎝ 정도, 합성수지제, 스탠드부

2018~2019

인체 골격 모형(색체)
MRS 71020 .......... 770,000원

인체 골격 모형(조립식)
MRS 71021 ............. 77,000원

인체 뼈의 구조, 인체의 각부(머리, 갈비, 가슴)
등의 골격의 구성을 실물과 동일하게 제작(근육
부의와 착생)을 적색과 청색으로 나타냈습니다.

2부분으로 나누어진 실제 인체 골격을 축소
시킨 모형입니다.

규격

인체 골격 모형(중형) 칼라/모노
MRS 71023 ........ 모노 : 187,000원
MRS 71022 ........ 칼라 : 242,000원
<칼라>

46㎝(18")

인체 골격 모형(소형)
MRS 71024 ........... 110,000원

<모노>

모형 표
•본 액
•침

인체 각부(머리, 갈비, 가슴뼈 등)의 골격구성 및 모양을 실물과 동일하게 제작 하였습니다.
규격

규격

170㎝ 정도, 합성수지제, 스탠드부

인체각부(머리뼈, 갈비뼈, 가슴뼈 등)의 골격
구성 및 모양을 입체적으로 모형제작 하였습
니다.

80㎝ 정도, 합성수지제, 스탠드부

규격

45㎝ 정도, 합성수지제, 받침대부

모형

척추(골격) 모형(A형)
MRS 71030 ........ 385,000원

척추(골격) 모형(B형)
MRS 71031 .........363,000원

척추(골격) 모형(C형)
MRS 71032 .........286,000원

척추 모형
MRS 71033 ......... 132,000원

척추 24개가 실물형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경추 7, 흉추 12, 요추 5개
로 구성되어 신경의 구조를 한눈
에 관찰 할 수 있으며, 전, 후, 좌,
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척추 24개가 실물형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경추 7, 흉추 12, 요추 5개
로 구성되어 신경의 구조를 한눈
에 관찰 할 수 있으며, 전, 후, 좌,
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척추 24개가 실물형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경추 7, 흉추 12, 요추 5개
로 구성되어 신경의 구조를 한눈
에 관찰 할 수 있으며, 전, 후, 좌,
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각 척추의 상세한 특징과
척추 기둥과 골반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접합되어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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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과 동일

규격

실물과 동일

규격

실물과 동일

규격

660 x 250 x 14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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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 모형(LED)
MRS 71034 ..........................................726,000원

순환계 모형(전동식)
MRS 71035 ......................................... 484,000원

인체내 혈액의 순환 및 심장
의 박동 등 관련학습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실제와 흡사하
게 혈액의 순환을 나타낸 제
품입니다.

인체 내 혈액의 순환 및 심장
의 박동 등 관련 학습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실제와 흡사하
게 혈액의 순환을 나타낸 제
품입니다.

규격

혈액 순환계 모형(깨지지 않는 PET판)
MRS 71036 ...........220,000원

규격

400 x 800㎜

신경계 모형
MRS 71038 ........... 176,000원

인체내 혈액의 순환 및 심장의 박동 등 관련
학습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실제와 흡사하게
입체적으로 나타낸 제품입니다.

인체내 신경계통의 관련학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편리하도록 입체적인 모형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규격

310 x 790 x 120mm, 고무재질

300 x 850 x 50㎜
고무재질

소화기관 모형(고급형)
MRS 74040 ........1,100,000원

교과서과정 우리몸의 구조와 뼈와근육 장기위
치 하는일을 알아보며 기초교육에 호기심 및
이해력 집중과 심화 접근에 필요한 교구교재
규격

790x270mm(pvc재질)

규격
재질

300 x 850 x 50㎜, 2등분
고무+합성수지제

관절 모형(7종)
MRS 71027 ...........165,000원

인체의 많은 관절 중에 대표적인 관절인 척
추, 어깨, 손, 발, 팔목, 무릎 등을 선정하여 기
능 및 역할 등을 학습하는데 용이하게 실물과
거의 비슷하게 제작된 모형 제품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종 1조, 목상자, 실물형 합성수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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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음식물이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소화(흡수,
분해)되며 또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사용됩니다.

600 x 1,000 x 1,000mm,
전동식, 합성수지제

순환계 모형(입체식)
MRS 71037 ........... 176,000원

규격
재질

소화기관 모형
MRS 71039 ............187,000원

규격

모형 표
•본 액
•침

혈액의 흐름이 뇌, 허파, 전신을 구분하여 표
시되어 있습니다.

480 x 920 x 110mm

모형•표본•액침
팔 혈액 모형
MRS 71048 ............ 121,000원

실물 크기의 반 굽어진 오른쪽 팔 전체 혈관
과 뼈대입니다. 팔의 혈관과 같이 재현된 동
맥과 정맥이 팔 전체의 피 순환 망을 형상화
하여 보여 줍니다. 모든 혈관은 실제 비율에
의해 형상화 되었습니다.
규격

720 x 175 x 100mm

팔 근육 모형(관절형)
MRS 71044 ............ 121,000원

모형 표
•본 액
•침

인간의 기능적 팔꿈치 관절-이두박근과 삼두박근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팔꿈치 관절에 있는 길항근
운동을 실제로 보여주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
틱과 플라스틱 틀에 다른 것을 접목해 가공했습니다.
규격

655 x 155 x 110mm

팔 근육 실험기(일반형)
MRS 71042 ........... 110,000원

팔 근육 실험기(간이형)
MRS 71043 .............88,000원

직접 팔에 장착하여 근육의 모양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포멕스 재질로 제작되어 가벼우며 근육의 움
직임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재질

모형

인체의 기관 중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 이
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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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분, 고무재질

100 x 700mm
FRP

팔 근육 모형(신형)
MRS 71045 .............99,000원

ㆍ 몸의 움직임과 뼈와 근육의 관계를 알아
봅니다.
ㆍ 팔을 접거나 펴기를 재현할 수 있는 실험
기(모형)입니다.
ㆍ 팔을 접으면 알통이 생겼다가 팔을 펴면 근
육이 늘어나는 모양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규격

뇌의 구조 모형(A형)
MRS 71055 ...........352,000원

2018~2019

규격

80 x 600mm

팔 근육 모형(목재)
MRS 71046 .............. 17,600원

규격

길이 35㎝

675 x 150 x 30mm

뇌의 구조 모형(B형)
MRS 71056 .......... 253,000원

뇌의 구조 모형(C형)
MRS 71057 ...........154,000원

인체의 기관 중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 이
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인체의 기관 중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 이
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규격

9등분, 고무재질

규격

180 x 180 x 240mm, 고무재질,
3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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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구조 모형(B형)
MRS 71059 ............ 132,000원

혀의 구조 모형
MRS 71060 ........... 132,000원

코의 구조와 그 기능(작용)을 학습 이해시키는
데 사용되며 주요 혈관 및 신경계통 표시 등 설
명에 편리하도록 입체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혀의 구조와 기능(부분별 맛의 느낌 부분)을
설명 이해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코의 구조 모형(A형)
MRS 71058 ........... 165,000원

인체얼굴 부위를 실물크기로 제작하여 외면
은 혈관 근육을 보여주고 내면은 각 조직의
부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규격

실물형, 입체식

규격

눈의 구조 모형(A형)
MRS 71051 ......................................... 363,000원

280 x 220 x 170mm, 고무재질, 8등분

눈의 구조와 그 기능(작용)을 구조와 관련시켜 설명, 이해시키는데 사용
합니다.(각막, 홍체, 수정체, 맹반, 모양체, 망막, 시신경의 구조)
70 x 170 x 240mm, 합성수지제, 분해조립식 받침대부,
4등분

눈의 구조 모형(B형)
MRS 71052 ......................................... 253,000원

인체의 뼈대를 분리하여 관찰하는데 용이합니다.
규격

180 x 180 x 220mm, 고무재질, 8등분

눈의 구조 실험기
MRS 71054 ......................................... 660,000원

1. 광원장치를 사용하여 문자판을 망막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2.	렌즈에 물을 넣은 후, 물의 양을 주사기로써 조절하는 것에 따라 렌
즈의 두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근경, 원경의 핀트가 맞
는 것을 이해합니다.
규격

안구 약 185mm, 스탠드 450 x 105m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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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눈의 구조 모형(C형)
MRS 71053 .......................................... 132,000원

규격

180 x 180 x 240mm, 합성수지제

모형 표
•본 액
•침

눈의 구조를 섬세하게 확대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용이합니다.
규격

규격

300 x 400 x 50mm, 고무재질, 단면조립 입체식

모형•표본•액침
귀의 구조 모형(A형)
MRS 71061 ...........363,000원

귀의 구조를 확대 제작하였으며 분리 조립 각
구조를 탐구 할 수 있습니다.
규격

360 x 180 x 400mm, 4등분,
합성수지제

귀의 구조 모형(B형)
MRS 71062 ........... 132,000원

호흡기관 모형
MRS 71063 ...........143,000원

귀의 구조(고막, 세반고리반, 정전 기관 등)와
모양, 기능(역할)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모
형으로서 관찰이 편리하도록 실제와 비례 확
대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인체의 순환기관 중 숨을 쉬는 기관(호흡기
관)의 구조 및 역할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됩
니다.

규격

배설계 구조(B형)
MRS 71075 ........... 143,000원

모형 표
•본 액
•침

인체의 기관 중 배설기관의 구조와 역할을 설
명하는데 사용됩니다.
규격

240X500X50mm, 고무+합성수지제

2018~2019

위 모형
MRS 74041 ...........154,000원

위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투명 커버가 부착되어 위 벽 관찰이 용이함
규격

규격

340 x 440 x 120mm, 합성수지제

300 x 150 x 200mm, 3등분,
고무+합성수지제

130x130mm (받침대포함)10pcs

위 구조 모형
MRS 71077 ........... 132,000원

음식물이 위에서 어떻게 소화(흡수, 분해)되
며 어디로 지나는가를 설명·학습할 수 있습
니다.
규격

180 x 180 x 200mm, 합성수지제

모형

피부 구조 모형(B형)
MRS 71089 ........... 132,000원

피부 구조 모형(C형)
MRS 71090 ............121,000원

체를 이루고 있는 피부구조와 모양·역할 등의 관련 학습에 사용되는 입체적 모형으로 실제와
비례 확대 제작하였습니다.

체를 이루고 있는 피부구조와 모양·역할 등
의 관련 학습에 사용되는 입체적 모형으로 실
제와 비례 확대 제작하였습니다.

피부 구조 모형(A형)
MRS 71088 ........... 275,000원

재질
규격

445

합성수지제
520 x 200 x 300mm, 3등분

재질
규격

고무+합성수지제
360 x 180 x 350mm, 2등분

규격

합성수지제, 3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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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구조 모형
MRS 71065 ...........198,000원

간과 이자 구조 모형
MRS 71066 ........... 132,000원

받침대부 인체의 순환기관 중 심장의 구조와 역
할, 명칭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사용되며
실제와 비슷하게 제작된 모형 제품입니다.

인체의 기관 중 간, 쓸개, 이자의 기능과 구조
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이의 구조 모형
MRS 71064 ........... 132,000원

치아의 구조와 작용, 명칭 등 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규격

300 x 150 x 200mm,
고무+수지재질, 치아 3등분

치아 모형(대형)
MRS 71067 ........... 165,000원

규격

160 x 120 x 100mm

규격

180 x 180 x 55mm, 합성수지제

180 x 180 x 300mm, 3등분, 고무재질

치아 모형(소형)
MRS 71068 ........... 132,000원

치아 모형(교육용)
MRS 71069 ............. 77,000원

치아의 구조와 작용, 명칭 등 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실제 치아 보다 크게 제작된 칫솔과 치아 모
형입니다.

규격

120 x 90 x 100mm

규격

200 x 160 x 120mm

인체 심장 단면 모형
MRS 71071 .............66,000원

인체 치아 단면 모형
MRS 71072 .............66,000원

부드러운 재질의 뇌 단면 모형은 우리 신체의 내부 기관인 뇌
의 대표적인 명칭과 이미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 세포의 내부를 어린이들이 쉽
고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단면의 한쪽에는 각 세포 부분들의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으
며 또 다른 한쪽 면에는 이미지와 함께 명칭(영문)이 쓰여 있
어 어린이들에게 과학적인 명칭을 익힐 수 있는 교구입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심장 단면 모형은 우리 신체의 내부 기관인
심장의 대표적인 명칭과 이미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 세포의 내부를 어린이들이 쉽
고 확실하게 관찰할 수있습니다.
단면의 한쪽에는 각 세포 부분들의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으
며 또 다른 한쪽 면에는 이미지와 함께 명칭 (영문)이 쓰여 있
어 어린이들에게 과학적인 명칭을 익힐 수 있는 교구입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치아 단면 모형은 우리 치아의 외부와 내부
명칭과 이미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 세포의 내부를 어린이들이 쉽
고 확실하게 관찰할 수있습니다.
단면의 한쪽에는 각 세포 부분들의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으
며 또 다른 한쪽 면에는 이미지와 함께 명칭 (영문)이 쓰여 있
어 어린이들에게 과학적인 명칭을 익힐 수 있는 교구입니다.

규격

지름 127mm

규격

지름 127mm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름 127mm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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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인체 뇌 단면 모형
MRS 71070 ............. 66,000원

모형 표
•본 액
•침

치아의 구조와 작용, 명칭 등 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규격

모형•표본•액침
신장(콩팥)구조 모형(A형)
MRS 71082 ........... 165,000원

2018~2019

신장(콩팥)구조 모형(B형)
MRS 71083 ........... 132,000원

실물의 2배 확대제작, 완전입체로 제작(피질, 수지, 신우, 콩팥, 동정맥, 수뇨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규격

180 x 180 x 240mm 정도
2등분 분리조립식

규격

180 x 180 x 380mm, 수지제,
스탠드부

대장 모형
MRS 74042 .......... 242,000원

대장 천체의 생김새와 각종 대장 질환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발생될 수 있는 궤양,크론병,맹장염 등을 알아봅니다.
규격

210mm(pvc재질)

모형 표
•본 액
•침

큰 창자 구조 모형
MRS 71085 ......... 132,000원

작은 창자 구조 모형
MRS 71086 ......... 132,000원

심장과 폐의 혈액순환모형
MRS 71087 ......... 132,000원

난관의 구조(대형)
MRS 71096 ........ 220,000원

인체의 소화기관 중 마지막 기관으
로 남은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체의 소화기관 중 작은 창자의
구조와 역할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
됩니다.

심장과 폐의 혈액 흐름을 쉽게 이해
심장과 폐가 산소를 공급받으며 일어
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
된 제품으로 대동맥, 정맥 등 혈액이
흐르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물크기로 제작하였습니다. 태아
의 성장과 자궁의 생김새 변화과정
을 관찰합니다.

규격

220 x 280 x 100mm 정도,
고무재질

규격

300 x 150 x 200mm,
고무재질, 단면 2종 1조

재질
규격

규격

370 x 250 x 30mm,
스탠드부

모형

플라스틱제 외
300 x 280 x 130mm 정도,
제품설명서(영문)

식물세포의 구조
MRS 71115 ........ 220,000원

동물세포의 구조
MRS 71116 ........ 220,000원

개구리 해부 모형
MRS 74043 ......... 198,000원

난관의 구조(소형)
MRS 71097 ......... 165,000원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모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한 눈에
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세포 모양
및 역할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모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한 눈에
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세포 모양
및 역할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의 내장기관 구조에 대해 알
아볼수 있는 모형입니다.

난관의 구조를 확대 제작하여 정자
의 이동경로와 각 부위를 한눈에
관찰합니다.

규격

447

320 x 270 x 370mm

규격

300 x 300 x 270mm

규격

370x350x160mm(pvc재질)

재질
규격

고무재질
270 x 150 x 150mm, 2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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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발육과정(B형)
MRS 71092 .......... 286,000원

10개월 된 산모 모형
MRS 71094 .......... 286,000원

실물크기로 제작하였습니다. 태아의 성장과
자궁의 생김새 변화과정을 관찰합니다.

태아의 자세 및 골반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물크기로 제작하였습니다.

태아 발육과정(A형)
MRS 71091 ........... 374,000원

실물크기로 제작하였습니다. 태아의 성장과
자궁의 생김새 변화과정을 관찰합니다.
규격

스탠드부 5종 1조, 합성수지제

남자 생식기 모형(입체식)
MRS 71100 ........... 165,000원

규격

180 x 180 x 200mm, 고무재질

척추구조, 자궁, 방광, 생식기 등을 입체로 제
작 관찰합니다.
규격

180 x 180 x 200mm, 고무재질

규격

300 x 240 x 430mm, 2등분(고무재질)

남자 생식기 구조 A형
MRS 71101 .......... 253,000원

남자 생식기 구조 B형
MRS 71102 ...........154,000원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몸의 구조를 단면(입
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몸의 구조를 단면(입
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규격

300 x 400 x 100mm, 2등분 분리조립

규격

300 x 400 x 70mm, 2등분

여자 생식기 구조 A형
MRS 71104 .......... 253,000원

여자 생식기 구조 B형
MRS 71105 ...........154,000원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몸의 구조를 단면(입
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척추구조, 자궁, 방광, 생식기 단면 등을 관찰
합니다.

규격

300 x 400 x 100mm, 2등분 분리조립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0 x 400 x 70mm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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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여자 생식기 모형(입체식)
MRS 71103 ........... 165,000원

스탠드부 5종 1조, 합성수지제

모형 표
•본 액
•침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몸의 구조를 입체로 제
작 관찰합니다.

규격

모형•표본•액침

2018~2019

아크릴 표본(동•식물 발아과정/한살이)
MRS 71139
인체에 무해한 안전용액으로 제
작합니다. 아크릴 원통으로 작
고 가볍게 제작되어, 수업에 필
요한 정보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무 상자에 전시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
이 잘 보이도록 표면 뒷면을 녹
색 또는 백색으로 제작합니다.

모형 표
•본 액
•침

벼 씨앗 발아과정
4개 1조
가격 : 121,000원

강낭콩 씨앗 발아과정
4개 1조
가격 : 121,000원

옥수수 씨앗 발아과정
4개 1조
가격 : 121,000원

봉숭아 씨앗 발아과정
4개 1조
가격 : 121,000원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4개 1조
가격 : 143,000원

도룡뇽의 한살이
4개 1조
가격 : 165,000원

장수풍뎅이의 한살이
4개 1조
가격 : 187,000원

누에의 한살이
4개 1조
가격 : 143,000원

개구리의 한살이
4개 1조
가격 : 143,000원

잠자리의 한살이
4개 1조
가격 : 143,000원

닭의 한살이
4개 1조
가격 : 143,000원

곡물표본 15종(아크릴)
MRS 71141 .......... 242,000원

식물표본 20종(아크릴)
MRS 71142 ...........341,000원

강낭콩, 호두, 옥수수, 단풍나무, 벼, 사과, 감,
밤, 민들레, 완두콩, 팥, 목화, 아주까리, 복숭
아, 도꼬마리, 도깨비바늘, 해바라기, 아카시
아, 포도, 호박, 박, 파, 열무, 시금치, 배추, 은
행, 찔레꽃, 잣, 홍화, 자귀나무, 부추, 더덕,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측백나무, 살구, 울타리콩

벼(메벼, 찰벼), 밀, 보리, 들깨, 메밀, 옥수수,
수수, 기장, 강낭콩, 완두콩, 녹두, 참깨, 땅콩,
동부, 콩(검정콩, 흰콩, 청콩)

봉숭아, 메꽃, 자주달개비, 토끼풀, 개나리, 찔
레꽃, 할미꽃, 은방울꽃, 양지꽃, 은행나무, 명
아주, 강아지풀, 도라지, 민들레, 개고사리,
쑥, 화살나무, 솔이끼, 우산이끼, 제비꽃

표본•액침

씨앗의 표본 40종(아크릴)
MRS 71140 ........... 242,000원

규격

449

16 x 12 x 2.5cm, 10개 1조

규격

16 x 12 x 2.5cm, 15개 1조

규격

16 x 12 x 2.5cm, 20개 1조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식물표본 A형(벽걸이용)
MRS 71143 ......................................... 286,000원

규격

20 x 40 x 3㎝ 정도 (5세트 표본걸이 포함)

규격

식물표본 C형(벽걸이용)
MRS 71145 ......................................... 286,000원

규격

20 x 40 x 3㎝ 정도 (5세트 표본걸이 포함)

MRS 71147

20 x 40 x 3㎝ 정도 (5세트 표본걸이 포함)

식물표본 D형(벽걸이용)
MRS 71146 ......................................... 286,000원

규격

20 x 40 x 3㎝ 정도 (5세트 표본걸이 포함)

곡물표본

씨앗표본

MRS 71148 ...........198,000원

MRS 71149 ...........198,000원

규격

규격

모형 표
•본 액
•침

식물표본 25종 / 15종

식물표본 B형(벽걸이용)
MRS 71144 ......................................... 286,000원

<15종>
<25종>
규격
50 x 80 x 3㎝ 정도
45 x 62 x 3㎝ 정도

가격(원)
352,000
198,000

62 x 45 x 3㎝

표본•액침

구분
25종
15종

62 x 45 x 3㎝

MRS 71150 ............176,000원

MRS 71151 ........... 176,000원

곡물씨앗표본
MRS 71152 ........... 187,000원

규격

규격

규격

직물표본

62 x 45 x 3㎝

건과일표본

62 x 45 x 3㎝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0 x 60 x 7㎝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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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표본•액침
곤충표본(25종)(40종)(45종)
MRS 71168

25종 62 x 45 x 3㎝ 정도(액자)

231,000원

40종 62 x 45 x 3㎝ 정도(액자)

308,000원

45종 62 x 45 x 3㎝ 정도(액자)

352,000원

2018~2019

곤충모형 표본
MRS 71161 ...........154,000원

야생동물 모형
MRS 71164 ...........154,000원

규격

규격

60 x 40 x 7㎝

60 x 40 x 7㎝ 정도, 모형

액침표본(식물 발아 순서 및 동물 발육 순서)
MRS 71176

모형 표
•본 액
•침

땅콩씨앗

강낭콩씨앗

옥수수씨앗

호박씨앗

제비콩

피마자

개구리발육

병아리발육

Ø10 x 45㎝
121,000원

Ø10 x 45㎝
121,000원

Ø10 x 45㎝
121,000원

Ø10 x 45㎝
121,000원

Ø10 x 45㎝
121,000원

Ø10 x 45㎝
121,000원

Ø10 x 45㎝
143,000원

Ø10 x 45㎝
143,000원

표본•액침

액침표본(발육 순서)
MRS 71177

장수풍뎅이

도롱뇽

버들치

배추흰나비

누에

지렁이

사슴벌레발육

잠자리발육

Ø10 x 45㎝
187,000원

Ø10 x 45㎝
165,000원

Ø10 x 45㎝
143,000원

Ø10 x 45㎝
143,000원

Ø10 x 45㎝
143,000원

Ø10 x 45㎝
143,000원

Ø10 x 45㎝
187,000원

Ø10 x 45㎝
1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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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침표본(동물)
MRS 71178

먹이사슬

벌레표본

바다수세미

말똥성게

우렁이

해파리

방게

Ø11 x 45㎝
176,000원

Ø10 x 45㎝
143,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피래미

거머리

배추흰나비

개구리해부

토끼해부

칠성장어해부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21,000원

Ø11 x 35㎝
165,000원

Ø11 x 35㎝
220,000원

Ø10 x 45㎝
176,000원

닭해부

뱀해부

붕어해부

메뚜기

가재

오징어해부

조개(대합)

Ø12 x 45㎝
220,000원

Ø11 x 50㎝
220,000원

Ø11 x 35㎝
165,000원

Ø10 x 45㎝
154,000원

Ø11 x 35㎝
154,000원

Ø11 x 45㎝
165,000원

Ø10 x 45㎝
165,000원

지렁이
갯지렁이

표본•액침

도롱뇽

모형 표
•본 액
•침

거북이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Ø10 x 45㎝
154,000원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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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침표본(동물)
MRS 71178

산호

말미잘

바닷말

인체기생충

곤충분류

낙지해부

Ø10 x 45㎝
165,000원

Ø11 x 35㎝
143,000원

Ø11 x 35㎝
143,000원

Ø11 x 50㎝
143,000원

Ø10 x 45㎝
154,000원

Ø11 x 51㎝
154,000원

Ø11 x 51㎝
165,000원

신장해부

심장해부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Ø11 x 35㎝
165,000원

Ø11 x 50㎝
220,000원

Ø11 x 50㎝
165,000원

Ø11 x 45㎝
220,000원

Ø11 x 45㎝
220,000원

Ø11 x 45㎝
220,000원

Ø11 x 35㎝
165,000원

절지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편형동물

극피동물

해면동물

강장동물

Ø11 x 50㎝
165,000원

Ø11 x 50㎝
165,000원

Ø10 x 45㎝
154,000원

Ø10 x 45㎝
154,000원

Ø11 x 50㎝
165,000원

Ø11 x 35㎝
143,000원

Ø10 x 45㎝
154,000원

모형 표
•본 액
•침

불가사리, 성게

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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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배추흰나비 한살이 표본
MRS 71181 ........... 132,000원

강낭콩 한살이 표본
MRS 71182 ........... 132,000원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윗면, 아랫면 등 다양
하게 관찰 할 수 있으며, 알에서부터 나비까지의 과정
을 6종류의 표본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뒷면, 아랫면
등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씨앗의 발아과
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한살이 표본
MRS 71180 ........... 132,000원

전체가 투명하게 제작되어 앞면, 윗면, 아랫면 등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알에서 부터 개구리까
지의 과정을 8단계로 상세하게 구성한 제품입니다.
규격
구성

140 x 62 x 20mm
8종 1조 (알, 꼬리싹, 외부아가미생성,
속아가미생성, 뒷다리발생,
앞다리발생, 꼬리없어짐, 개구리)

규격
구성

140 x 62 x 20mm
6종 1조 (알, 애벌레, 번데기, 수컷,
암컷, 먹이)

규격

140 x 62 x 20mm, 6종 1조

투명경질아크릴 수지제품
MRS 71121

도롱뇽발육순서

누에발육 순서

넓적배잠자리발육순서

강낭콩발아순서

땅콩발아 순서

옥수수발아순서

호박발아순서

15 x 42 x 4㎝
154,000원

15 x 42 x 4㎝
154,000원

15 x 42 x 2㎝
165,000원

15 x 42 x 2㎝
154,000원

15 x 42 x 4㎝
154,000원

15 x 42 x 2㎝
132,000원

15 x 42 x 2㎝
132,000원

15 x 42 x 2㎝
132,000원

15 x 42 x 2㎝
132,000원

바닷말표본

심장해부 (포유류)

신장해부 (포유류)

포유류표본

조류표본

양서류

어류표본

파충류

환형동물

15 x 47 x 4㎝
154,000원

15 x 47 x 4㎝
220,000원

15 x 42 x 4㎝
165,000원

16 x 42 x 5㎝
220,000원

16 x 42 x 5㎝
220,000원

15 x 42 x 4㎝
165,000원

15 x 47 x 4㎝
165,000원

15 x 42 x 4㎝
220,000원

15 x 42 x 2㎝
154,000원

강장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해면동물

15 x 42 x 4㎝
154,000원

15 x 42 x 4㎝
165,000원

15 x 47 x 4㎝
165,000원

15 x 47 x 4㎝
165,000원

15 x 42 x 2㎝
154,000원

15 x 32 x 4㎝
143,0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본•액침

개구리발육순서

모형 표
•본 액
•침

병아리발육순서

붕어해부, 오징어해부, 가재해부
(벽면부착상태)
165,000원

165,000원

154,000원

모형•표본•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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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의 종류
MRS 71185 ........... 242,000원

이 표본 세트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잎을 직관으로 보여 줍니
다. 서로 다른 형태, 잎맥, 단옆, 복옆, 단자옆 식물, 쌍자옆 식물,
양자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규격

340 x 255mm

2018~2019

여러가지 나비 표본
MRS 71186 .......... 264,000원

다양한 풍뎅이 종류
MRS 71188 ........... 176,000원

이 표본은 총 9벌로 9가지의 서로 다른 나비를 보
여 줍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완성에 도움이 되며 교
육에 있어서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표본은 총 8벌로 10가지 종류의 풍뎅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완성에 도움이 되
며 교육에 있어서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규격

340 x 255mm

규격

210 x 170mm

모형 표
•본 액
•침

여러가지 양식 종류
MRS 71190 ........... 154,000원

벼(쌀) 발육과정
MRS 71191 ...........165,000원

옥수수 발아과정
MRS 71189 ...........143,000원

설명 카드로 9가지 농작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곡물의 사진을
결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구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수수, 옥수수, 밀, 벼, 율무, 찹쌀, 조(기장), 귀리, 메밀

이 표본은 벼의 발육과정을 통해 쌀의 근원을
알아 보고 우리가 먹는 쌀밥과 벼를 교육하는
데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표본 세트에는 옥수수 발아의 6개 과정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완성에 도움이 되
며 교육에 있어서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표본•액침

규격

210 x 170mm

규격

210 x 170mm

규격

210 x 170mm

메뚜기 발육과정
MRS 71193 .......................................... 143,000원

꿀벌 발육과정
MRS 71194 .......................................... 187,000원

이 표본은 총 5벌로 메뚜기
의 개체발육의 3단계를 기록
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완성에 도움이 되며 교
육에 있어서 좋은 도우미 역
할을 합니다.

이 표본은 총 5벌로 꿀벌의
성장발육과정 및 일의 분담
에 따른 꿀벌 종류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알, 유
충, 번데기, 일벌, 수벌, 여왕
벌 표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꿀벌의 벌집 유형과 꿀벌 산
물에 대한 내용도 보충해 넣
었습니다.

규격

210 x 170mm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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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x 17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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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망원경
MRS 81001

70S

90AS

120S

150RS

시청각

102S

90ES

태양필터는 독일정부가 인증한 소재로 제작되며 위험한 소형 태양필터가 아니라 전면을 가
리는 안전한 대형태양필터입니다.

※ 전제품 대형태양필터, 문필터, 직초점촬영어댑터(150M 제외), 액세서리선반, 일주촬영용 카메라 탑재장치(70S, 150M 제외)가 포함됩니다.
70S

90AS

90ES

102S

120S

150RS

구경/초점거리

70mm/700mm

탐색경(파인더)

5X24

접안부

31.7mm

90mm/900mm
6X3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31.7mm

90mm/900mm
6X3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31.7mm

102mm/1000mm
6X3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50.8mm/31.7mm

120mm/1000mm
9X5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50.8mm/31.7mm

150mm/1200mm
9X5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50.8mm/31.7mm

마운트(가대형식)

경위대

경위대

중대형적도의

중대형적도의

대형적도의

대형적도의

장착불가

장착불가

장착가능(선택품목)

장착가능(선택품목)

장착가능(선택품목)

장착가능(선택품목)

모터드라이브
삼각대
접안렌즈

부속품

가격(원)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25mm/10mm Super
25mm/10mm 25mm/10mm 25mm/10mm
25mm/10mm Super 25mm/10mm Super
2배확대렌즈
SuperPL
SuperPL
SuperPL
대형맞춤형 태양필터
대형맞춤형 태양필터
대형맞춤형 태양필터
대 형 맞 춤 형
Moon 필터
Moon 필터
Moon 필터
직초점촬영어댑터
태양필터
직초점촬영어댑터
직초점촬영어댑터
Moon 필터
일주촬영용 카메라
일주촬영용 카메라
일주촬영용 카메라 탑재장치
직초점촬영어댑터
탑재장치
탑재장치
2인치 대형천정미러
천정미러
상 하 좌 우 정 립
천정미러
천정미러
594,000
924,000
1,386,000
2,002,000
2,530,000
3,630,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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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망원경

모델명

시청각

2018~2019

반사망원경

반사굴절망원경

MRS 81002

MRS 81003

150S

200S

150M

모델명
구경/초점거리
탐색경(파인더)
접안부
마운트(가대형식)
모터드라이브
삼각대
접안렌즈

150S
150mm/750mm
6X3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50.8mm/31.7mm
중대형적도의
장착가능(선택품목)
알루미늄
25mm/10mm SuperPL

200S
200mm/1000mm
9X5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50.8mm/31.7mm
대형적도의
장착가능(선택품목)
스테인레스
25mm/10mm SuperPL

부속품

대형맞춤형 태양필터
Moon 필터
직초점촬영어댑터
일주촬영용 카메라 탑재장치

대형맞춤형 태양필터
Moon 필터
직초점촬영어댑터
일주촬영용 카메라 탑재장치

가격(원)

1,870,000

2,640,000

150M
150mm/1800mm
9X50(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50.8mm/31.7mm
HEQ5 적도의(탑재중량 14kg)
기본장착(고속양축모터, 핸드콘트롤러)
스테인레스
28mm LET(2")/10mm SuperPL
대형맞춤형 태양필터
Moon 필터
극축망원경내장
2인치 대형천정미러
충전배터리 / 충전기
5,720,000

시청각

조류 및 자연관찰용 망원경
MRS 81004

천체망원경

Balance plate

FS-65WP
모델명
구경
배율
관측거리

FS-100WP

FS-65WP
65mm
16 - 48배 Zoom
5m - 무한대
질소충전, 방수, Fog 방지
O - ring 내장(먼지방지)

FS-80WP
80mm
20 - 60배 Zoom
5m - 무한대
질소충전, 방수, Fog 방지
O - ring 내장(먼지방지)

부속물

중형삼각대, Carrying bag

중형삼각대, Carrying bag

가격(원)

990,000

1,100,000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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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80WP

FS-100WP
100mm
22 - 67배 Zoom
5m - 무한대
질소충전, 방수, Fog 방지
O - ring 내장(먼지방지)
대형삼각대,
balance plate, Carrying bag
1,650,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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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망원경(굴절식, 반사식)
MRS 81005

77100(굴절식)

36070(굴절식)

40080(굴절식)

90011(반사식)

70076(반사식)

70060(굴절식)
10001(반사식)
모델명
구경

77100(굴절식)
70mm(2.75")

36070(굴절식)
70mm(2.75")

40080(굴절식)
80mm(3.1")

70060(굴절식)
60mm(2.4")

90011(반사식)
114mm(4.5")

초점거리(mm)

700mm.f/10

360mm.f/5.1

400mm.f/5

700mm.f/11.6

900mm.f/7.9

파인더
접안부
천정경

6x25
31.7mm(1.25")
90° 정상프리즘

5x24
31.7mm(1.25")
45° 정상프리즘

5x24
31.7mm(1.25")
45° 정상프리즘

5x24
24.5mm(0.965")
90° 정상프리즘

6x30
31.7mm(1.25")

필터 및 렌즈

2배 바로우렌즈

140cm
K4mm, K9mm,
접안 렌즈
K20mm
경위의(수평각과
마운트(가대)
수직각을 측량하는
형식
기구)

145cm

135cm

K6mm, K25mm

K6mm, K25mm

알루미늄 신축식

알루미늄

알루미늄 신축식

알루미늄

보관상자
가격(원)

550,000

330,000

550,000

보관상자
297,000

알루미늄 신축식

알루미늄

495,000

550,000

보관상자
330,000

102mm / 900mm

프리즘

45도 정립프리즘

모델명

OS-F100A

구경

100mm

배율

20X~75X

형식

접안경사형
멀티 코팅, 질소 충진
생활 방수, 연장 후드
소프트 케이스, 중형
삼각대

특징
부속품

삼각대

스테인레스
MOON 필터, SUN 필터,
액세서리
알루미늄케이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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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망원경

조류관찰 망원경
MRS 87000 ........................................ 990,000원

굴절식

접안부

파인더

2배 바로우렌즈

알루미늄 및
금속 신축식

모 델 명 DA-102R (굴절식 천체망원경)

적도의식 가대 (EQ4)
9 X 50 (스프링내장)
2점조정, 신속정렬
PL 6.5mm, PL 25mm

5x24
24.5mm(0.965")

EQ3형적도의

삼각대

타입
구경/
초점거리
마운트

700mm.f/9

125cm
125cm
125cm
SR4mm, H12.5mm, SR4mm, H12.5mm,
SR4mm, H12.5mm,
K10mm, K25mm
H20mm
H20mm
H20mm

EQ1형적도의

굴절식 천체망원경
MRS 74108 ..................................... 1,870,000원

달필터, 태양필터,
2배 바로우 렌즈
135cm

70076(반사식)
76mm(3")

시청각

최고 높이

10001(반사식)
114mm(4.5")
1000mm.f/8.8,
500mm.f/4.4,
6x30
31.7mm(1.25")

시청각

2018~2019

천체망원경 액세서리

대구경 쌍안경(줌조절식)
MRS 87001 ............... 187,000

MRS 81006
모델명
가격
자동추적모터드라이브
①
(SM-3)
385,000원
90ES, 102S, 150S용
자동추적모터드라이브
②
(SM-5)
385,000원
120S, 150RS, 200S용
①

④

②

⑤

대구경 쌍안경(고급형)
MRS 81007 ............... 264,000

시청각

규격
특징

구경 60mm, 배율 12배,
74도각(동급최대)
내장프리즘 : BAK-4(고급소재)

③

⑥

태양투영판

308,400원

④

고급형 2배 확대
Barlow렌즈겸
직초점촬영 어댑터

154,000원

⑤

T-ring(DSRL 및 SRL
카메라용)

88,000원

⑥

상하좌우정립
접안렌즈

154,000원

대구경 쌍안경
MRS 74109 ........ 220,000원

모델명
구 경
배 율
특

징

부속품

쌍안경

쌍안경(포켓용)
MRS 81010 .............66,000원

③

OS-15X70
70mm
15X
멀티코팅, BaK4 프리즘, 롱 아이
릴리프
소프트 케이스

카메라부

부속품

459

배율 10x, 25x, 초경량 포켓용,
시도조절장치

줌
규격

10 배 - 180x / 20 배 - 220x
192X183mm

표준형 쌍안경
MRS 81009 ............110,000원

규격
부속품
특징

구경 50mm, 배율 10배
소프트 케이스, 삼각대용 어댑터
멀티코팅, BAK4 프리즘,
롱 아이 릴리프

디지털 현미경 카메라 (Wi-Fi)
MRS 87036 	��������������������������������������������������������������������� 1,760,000원
형

규격

•완전 코팅 된 광학
•빠른 초점을 위한 InstaFocus 레버 (ZOOM)
•소프트한 접안 eyecups
•내구성이 뛰어난 고무 외장
•높은 해상도을 위한 광대역 코팅 및 프리즘 적용

공통

식
출력단자(pc)
영상 소자
소비 전압
전류
전원 배터리
소프트웨어

SCD-50WF
Wi-Fi
200 만 화소, 1 / 3.2 "CMOS
DC12V
180mA
AC 어댑터
Motic Images Plus
PC / Windows Vista / 7 / 8
대응 OS
iOS / Moti Connec (애플 스토어에서 무료 공개)
Android / Moti Connec (Google play에서 무료 공개)
C 마운트 TV 렌즈
12mm
C 마운트 어댑터
●
생물 현미경 (접안 렌즈 유효 외경 25 ~ 30mm)
어댑터
쌍안 실체 현미경 (접안 렌즈 유효 외경 30 ~ 38mm)
일본어 소프트, 관찰용 간이 스커트, 교정용 프레파라트
(2종)
기타
교정용 게이지, AC 아답터 (DC12V-2A)
본체 크기
75 (폭) × 120 (길이) × 60 (높이) mm
본체 무게
250g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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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생물현미경 AKS-DL(동일축) 시리즈
MRS 82001

★ 충전식 생물현미경 AKS-DL(동일축) 시리즈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40,000시간) 적용으로 선명한 고휘도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ㆍ 미동-조동 동일축 고급 사양 적용으로 편리하고 정밀한 초점 조정 가능
모델명
최대 배율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콘덴서
헤드/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가격(원)

AKS-400D
40~400X
WF 10X
4X, 10X, 40X

390,000

AKS-600D
40~600X
WF 10X, 15X
4X, 10X, 40X

AKS-900D
AKS-1200D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20X
4X, 20X, 60X
4X, 20X, 60X
5홀 회전조리개, N.A. 0.65 콘덴서
단안/3구 TYPE
Plain Stage : 120 x 125 mm(WxD)
미동, 조동 동일축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430,000
460,000
495,000

AKS-1500D
40~1500X
WF 10, 15X
4X, 40X, 100X

550,000

학생용 현미경(생물) MST-B 시리즈
MRS 82010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약40,000시간 이상),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 발열 문제 해결
모델명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IMMERSION OIL
콘덴서
리볼버 / 스테이지
조명장치 / 초점조절
옵션
가격(원)

MST-400B
40~400X
WF 10X
4X, 10X, 40X
×
오공조리개

341,000

MST-600B
MST-900B
MST-1200B
40~600X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4X, 10X, 40X
4X, 20X, 60X
4X, 20X, 60X
×
×
×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3구 TYPE / Plan Stage : W115×D120(㎜)
고휘도 백색 LED 조명 / 미동, 조동
메카니컬 스테이지 (별도 : 154,000원)
363,000
385,000
484,000

MST-1500B
40~1500X
WF 10X, 15X
4X, 40X, 100X
○
Abbe 콘덴서 0.65

528,000

학생용 단안 생물 현미경 DBM-N 시리즈
MRS 87003

4구 대물랜즈

★ LED 생물현미경 (4구리볼버) DBM 시리즈
ㆍ 뛰어난 광학 성능과 견고한 바디로 생물현미경의 표준 모델
ㆍ 4구 리볼버 적용으로 다양한 배율 관찰
DBM-400N
40X~400X
10X(SWF)
4X,10X,20X,S40X

₩400,000

ㆍ 고휘도 LED 조명 적용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ㆍ 최고급 포커싱 시스템과 광시야 접안렌즈

DBM-600N
40X~600X
10X(SWF),15X(WF)

DBM-1000N
DBM-1200N
40X~1000X
40X~1200X
10X(SWF)
10X(SWF),20X(WF)
4X,10X,S40X,S100X
4X,10X,S40X,S60X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 조절장치
4구 리볼버
단안45˚경사, 360˚ 회전, 알루미늄 합금 경통
조동/미동, 래크&피니언 방식, 조동/미동 동일축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 백색필터
AC 220V, 50~60Hz
₩420,000
₩462,000
₩470,000

DBM-1500N
40X~1500X
10X(SWF),15X(WF)
4X,10X,S40X,S100X

현미경

모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조명방식
리볼버
헤드
초점조절
콘덴서
전원
가격

시청각

LED

₩500,000

학생용 생물현미경 OSH-L 시리즈
MRS 82011
ㆍ 렌즈의 해상력을 높여 광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충전표시 램프가 있어 사용 및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부속품
가 격

OSH-400L
40X∼400X
WF10X

OSH-600L

OSH-900L
OSH-1200L
단안헤드, 30˚경사, 360˚회전
40X∼600X
100X∼900X
100X∼1200X
WF10X,WF15X
WF10X,WF15X
WF10X,WF20X

Ach. 4X, 10X, 40X(S)

473,000

Ach. 10X,40X(S) ,60X(S)

OSH-1500L
100X∼1500X
WF10X,WF15X
Ach. 10X, 40X(S),
100X(S, Oil)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광량조절장치, 충전표시 램프
아베콘덴서(N.A0.65), 5공 조리개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케이스
506,000
583,000
616,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49,000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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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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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현미경(생물) MST-B 시리즈 Ⅱ
MRS 74063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약40,000시간 이상),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 발열 문제 해결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IMMERSION OIL
콘덴서
리볼버 / 스테이지
조명장치 / 초점조절
옵션
가격(원)

MST-B400
40~400X
WF 10X
4X, 10X, 40X
×
오공조리개

363,000원

MST-B600
MST-B900
MST-B1200
40~600X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4X, 10X, 40X
4X, 20X, 60X
4X, 20X, 60X
×
×
×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3구 TYPE / Plan Stage : W115×D120(㎜)
고휘도 백색 LED 조명 / 미동, 조동
메카니컬 스테이지 (별도 : 154,000원)
385,000원
484,000원
528,000원

MST-B1500
40~1500X
WF 10X, 15X
4X, 40X, 100X
○
Abbe 콘덴서 0.65

550,000원

생물 단안 현미경 PAR-D 시리즈 (교육용 보급형)
MRS 74064
LED 조명
충전식 베터리
초점조절 일체형

ㆍ
ㆍ
ㆍ
ㆍ

1회 충전으로 전원선 없이도 장소에 관계없이 50시간 이상 사용가능
LED조명으로 고효율 저전력 소모, 선명한 영상구현, 기존 고온 발열 문제 없음, 광량조절 장치
조·미동 동일 초점조절 장치는 초점 조절이 쉽고 부드러운 기어 채용
사용자 위주의 디자인과 향상된 내구성을 적용

모델명
헤 드
최대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콘덴서
스테이지
초점조절
조명/전원
가 격(원)

PAR-D600

PAR-D900
PAR-D1200
PAR-D1500
360°회전, 3구 리볼버 Type
40~600X
40~900X
40~1200X
40~15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WF 10X, 15X
4X, 10X, 40X(SP)
4X, 20X(SP), 60X(SP)
4X, 20X(SP), 60X(SP)
4X, 40X(SP), 100X(SP,OIL)
오공조리개
아베콘덴서 0.65
Plan Stage : 115(W)㎜×120(D)㎜ (상하 스톱장치)
조·미동 동일축 초점조절장치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 AC 220V 60㎐
396,000
462,000
517,000
605,000

충전식 생물현미경 AKS-ZL(줌) 시리즈
MRS 82017

시청각

★ 충전식 생물현미경 AKS-ZL(줌) 시리즈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40,000시간) 적용으로 선명한 고휘도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ㆍ 미동-조동 동일축, 줌(ZOOM) 렌즈 적용으로 편리하고 정밀한 초점/배율 조정 가능

현미경

모델명
최대 배율
줌접안 렌즈
대물 렌즈
콘덴서
헤드/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가격(원)

AKS-600ZL
40~600X
Zoom 10X~15X
4X, 10X, 40X

550,000

AKS-900ZL
AKS-1200ZL
40~900X
40~1200X
Zoom 10X~15X
Zoom 10X ~ 20X
4X, 20X, 60X
4X, 20X, 60X
5홀 회전조리개, N.A. 0.65 콘덴서
단안/3구 TYPE
Plain Stage : 120 x 125 mm(WxD)
미동, 조동 동일축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충전배터리 내장
600,000
650,000

AKS-1500ZL
40~1500X
Zoom 10X~15X
4X, 40X, 100X

792,000

학생용 충전식 단안 생물 현미경 DBM 시리즈
MRS 82008
LED 충전식
4구 대물랜즈

★ 충전식 LED 생물현미경 (4구리볼버) DBM 시리즈
ㆍ 충전타입으로 관찰 장소가 자유로움
ㆍ 고휘도 LED 조명 적용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ㆍ 최고급 포커싱 시스템과 광시야 접안렌즈
모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조명방식
리볼버
헤드
초점조절
콘덴서
충전사양
전원
가격

461

ㆍ 뛰어난 광학 성능과 견고한 바디로 생물현미경의 표준 모델
ㆍ 4구 리볼버 적용으로 다양한 배율 관찰

DBM-400
DBM-600
DBM-1000
DBM-1200
40X~400X
40X~600X
40X~1000X
40X~1200X
10X(SWF)
10X(SWF),15X(WF)
10X(SWF)
10X(SWF),20X(WF)
4X,10X,20X,S40X
4X,10X,S40X,S100X
4X,10X,S40X,S60X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 조절장치
4구 리볼버
단안45˚경사, 360˚ 회전, 알루미늄 합금 경통
조동/미동, 래크&피니언 방식, 조동/미동 동일축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 백색필터
충전시간 : 3~4시간, 사용시간 : 약 50시간 사용
AC 220V, 50~60Hz
₩451,000
₩470,000
₩522,000
₩530,000

DBM-1500
40X~1500X
10X(SWF),15X(WF)
4X,10X,S40X,S100X

₩561,000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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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충전식 단안 생물 현미경 DBM-MS 시리즈
MRS 74065
★ 고급형 충전식 LED 생물현미경 (4구리볼버,메카니컬스테이지) DBM 시리즈

LED 충전식
4구 대물랜즈
메카니컬
스테이지

ㆍ 충전타입으로 관찰 장소가 자유로움

ㆍ 뛰어난 광학 성능과 견고한 바디로 생물현미경의 표준 모델

ㆍ 고휘도 LED 조명 적용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ㆍ 4구 리볼버 적용으로 다양한 배율 관찰

ㆍ 최고급 포커싱 시스템과 광시야 접안렌즈
모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조명방식
리볼버
헤드
초점조절
콘덴서
스테이지
충전사양
전원
가격

DBM-400MS
40X~400X
10X(SWF)

DBM-600MS
40X~600X
10X(SWF),15X(WF)
4X,10X,20X,S40X

DBM-1000MS
DBM-1200MS
40X~1000X
40X~1200X
10X(SWF)
10X(SWF),20X(WF)
4X,10X,S40X,S100X
4X,10X,S40X,S60X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 조절장치
4구 리볼버
단안헤드, 360˚ 회전, 알루미늄 합금 경통
래크&피니언 방식,조동/미동 동일축, 텐션조절장치 부착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 백색필터
메카니컬스테이지: 104×94mm, 이동범위: 50×20mm
충전시간 : 3~4시간, 사용시간 : 약 50시간 사용
AC 220V, 50~60Hz
₩580,000
₩638,000
₩650,000

₩555,000

DBM-1500MS
40X~1500X
10X(SWF),15X(WF)
4X,10X,S40X,S100X

₩680,000

학생용 현미경(생물) MST-G 시리즈
MRS 82009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약40,000시간 이상),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 발열 문제 해결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IMMERSION OIL
콘덴서
리 볼 버 / 스테이지
조명장치 / 초점조절
옵 션
소비자가격

MST-G400
40~400X
WF 10X
4X, 10X, 40X
×
오공조리개

MST-G600
MST-G900
MST-G1200
40~600X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4X, 10X, 40X
4X, 20X, 60X
4X, 20X, 60X
×
×
×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3구 TYPE / Plan Stage : W115×D120(㎜)
고휘도 백색 LED 조명 / 미동, 조동
메카니컬 스테이지 (별도 : 154,000원)
407,000원
440,000원
495,000원

385,000원

MST-G1500
40~1500X
WF 10X, 15X
4X, 40X, 100X
○
Abbe 콘덴서 0.65

550,000원

생물 단안 현미경 PAR-L 시리즈 (교육용 보급형)
MRS 74066

LED 조명

시청각

NEW

ㆍ LED조명으로 고효율 저전력 소모, 선명한 영상구현, 기존 고온 발열 문제 없음 ㆍ 실험, 실습, 수질 검사 등 관찰이 편리한 표준형 생물현미경
ㆍ AC전원 어댑터를 별도로 보관하는 불편 해소
ㆍ 조·미동 초점조절 장치

PAR-L600

PAR-L900
PAR-L1200
PAR-L1500
단안 360°회전, 3구 리볼버 Type
40~600X
40~900X
40~1200X
40~15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WF 10X, 15X
4X, 10X, 40X
4X, 20X, 60X
4X, 40X, 100X
오공조리개
아베콘덴서 0.65
Plan Stage : 115(W)㎜×120(D)㎜
고휘도 백색 LED 조명 / AC 220V 60㎐
363,000
418,000
451,000
496,000

현미경

모델명
헤 드
최대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콘덴서
스테이지
조명/전원
가 격(원)

학생용 생물현미경 AKS-DL(동일축) 시리즈
MRS 82015
LED 충전

★ 충전식 생물현미경 AKS-DL(동일축) 시리즈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40,000시간) 적용으로 선명한 고휘도 영상 구현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모델명
최대 배율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콘덴서
헤드/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가격(원)

AKS-400DL
40~400X
WF 10X
4X, 10X, 40X

430,000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미동-조동 동일축 고급 사양 적용으로 편리하고 정밀한 초점 조정 가능

AKS-600DL
AKS-900DL
AKS-1200DL
40~600X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4X, 10X, 40X
4X, 20X, 60X
4X, 20X, 60X
5홀 회전조리개, N.A. 0.65 콘덴서
단안/3구 TYPE
Plain Stage : 120 x 125 mm(WxD)
미동, 조동 동일축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충전배터리 내장
470,000
490,000
539,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KS-1500DL
40~1500X
WF 10, 15X
4X, 40X, 100X

616,000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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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2018~2019

학생용 생물현미경 OSH-시리즈
MRS 87010
ㆍ 렌즈의 해상력을 높여 광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ㆍ 전원표시 램프로 사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OSH-400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부속품
가 격

OSH-600

OSH-900
OSH-1200
단안헤드, 30˚경사, 360˚회전
40X∼600X
100X∼900X
100X∼1200X
WF10X,WF15X
WF10X,WF15X
WF10X,WF20X

40X∼400X
WF10X

대물렌즈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Ach. 4X, 10X, 40X(S)

Ach. 10X,40X(S) ,60X(S)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조절장치
고휘도 LED조명, 광량조절장치, 전원표시 램프
아베콘덴서(N.A0.65), 5공 조리개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케이스
473,000
550,000
583,000

440,000

OSH-1500
100X∼1500X
WF10X,WF15X
Ach. 10X, 40X(S),
100X(S, Oil)

616,000

학생용 생물 현미경(생물) AKS-DM(메카니칼) 시리즈
MRS 82002
★ 생물현미경 AKS-DM(메카니칼) 시리즈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40,000시간) 적용으로 선명한 고휘도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ㆍ 미동-조동 동일축, 고급 메카니칼스테이지(Duble Layer) 적용으로 편리하고 정밀한 초점/위치 조정 가능

모델명
최대 배율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콘덴서
헤드/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가격(원)

AKS-400DM
40~400X
WF 10X
4X, 10X, 40X

462,000

AKS-600DM
AKS-900DM
AKS-1200DM
40~600X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4X, 10X, 40X
4X, 20X, 60X
4X, 20X, 60X
홍채조리개, N.A. 1.25 아베 콘덴서
단안/3구 TYPE
메카니칼스테이지(Duble Layer), 115(L)x125(W)mm
미동, 조동 동일축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473,000
517,000
570,000

AKS-1500DM
40~1500X
WF 10, 15X
4X, 40X, 100X

660,000

생물 단안 현미경 PAR-Z 시리즈 (교육용)
MRS 74067

시청각

LED 조명

ㆍ 미동 조동 동일축 손잡이로 초점조절 용이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모델명
헤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 (약 40,000 시간이상)
ㆍ 다양한 줌배율로 관찰이 용이
ㆍ 고휘도 LED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PAR-Z600

PAR-Z900

드

PAR-Z1200

PAR-Z1500

45˚ 경사 단안헤드

총배율

40~600X

40~900X

40~1200X

40~1500X

접안렌즈

ZOOM 10X , 15X

ZOOM 10X , 15X

ZOOM 10X , 20X

ZOOM 10X , 15X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40X(SP),
100X(SP,OIL)

콘덴서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Abbe 콘덴서 0.65

스테이지/경통

Plan Stage : 116 X 120mm (상하 스톱장치) / 45도 경사 단안, 360도 회전

조명장치/초점조절

고휘도 백색 LED 조명 ON/OFF SW / 미동, 조동 동일축

현미경

전원/옵션

220V 60Hz / 메카니칼스테이지

가 격(원)

495,000

522,500

583,000

660,000

충전식 생물현미경 생물 단안 MST 시리즈
MRS 82020
ㆍ
ㆍ
ㆍ
ㆍ

한번 충전으로 50시간 이상 전원 공급없이 사용이 가능함.
미동·조동·동일축 손잡이로 정밀 초점조절이 용이함.
LED 램프 사용으로 소비 전력이 감소하여 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LED 램프는 반영구적 수명이 보장. (약40,000시간이상)
모

델

MST-600

MST-900

MST-1200

MST-1500

총배율

40~600X

40~900X

40~1200X

40~1500X

접안렌즈

WF 10X, WF 15X

WF 10X, WF 15X

WF 10X, WF 20X

WF 10X, WF 15X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40X(SP),
100X(SP,OIL)

콘덴서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Abbe 콘덴서 0.65

스테이지

사각 스테이지 : 125×115㎜(W×D)

조명장치

고휘도 LED 램프, 광량조절가능

초점조절

미동, 조동 동일축

전원방식

DC 6V 어댑터, 충전식 전원시스템

소비자가격

463

ㆍ 충전용 쌍안 생물현미경은 선 없이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
ㆍ 고휘도 LED 조명장치로 선명하게 영상이 구현됨.
ㆍ LED 램프는 기존 램프보다 고온발열의 문제가 해결.

429,000원

462,000원

539,000원

616,000원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학생용 현미경(생물) OSH-ML 시리즈
MRS 87012
ㆍ 렌즈의 해상력을 높여 광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시료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OSH-400ML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스테이지
부속품
가 격

OSH-600ML

OSH-900ML
OSH-1200ML
단안헤드, 30˚경사, 360˚회전
40X∼600X
100X∼900X
100X∼1200X
WF10X,WF15X
WF10X,WF15X
WF10X,WF20X

40X∼400X
WF10X

대물렌즈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충전표시 램프가 있어 사용 및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h4X,10X,S40X

Ach10X,S40X,S60X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광량조절장치, 충전표시 램프
아베콘덴서(N.A1.25), 고도조절, 홍채조리개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이동범위 : 50mmX70mm)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케이스
605,000
682,000
715,000

572,000

OSH-1500ML
100X∼1500X
WF10X,WF15X
Ach 10X, S40X,
S100X(Oil)

748,000

학생용 현미경(생물) MST-GB 시리즈
MRS 74068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약40,000시간 이상),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 발열 문제 해결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IMMERSION OIL
콘덴서
리 볼 버 / 스테이지
조명장치 / 초점조절
옵 션
소비자가격

MST-G400B
40~400X
WF 10X
4X, 10X, 40X
×
오공조리개

407,000원

MST-G600B
MST-G900B
MST-G1200B
40~600X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4X, 10X, 40X
4X, 20X, 60X
4X, 20X, 60X
×
×
×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3구 TYPE / Plan Stage : W115×D120(㎜)
고휘도 백색 LED 조명 / 미동, 조동 동일축
메카니컬 스테이지 (별도 : 154,000원)
440,000원
495,000원
550,000원

MST-G1500B
40~1500X
WF 10X, 15X
4X, 40X, 100X
○
Abbe 콘덴서 0.65

572,000원

생물현미경 AKS-Z(줌) 시리즈
MRS 82003
★ 생물현미경 AKS-Z(줌) 시리즈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40,000시간) 적용으로 선명한 고휘도 영상 구현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AKS-600Z
40~600X
Zoom 10X~15X
4X, 10X, 40X

450,000

AKS-900Z
AKS-1200Z
40~900X
40~1200X
Zoom 10X~15X
Zoom 10X ~ 20X
4X, 20X, 60X
4X, 20X, 60X
5홀 회전조리개, N.A. 0.65 콘덴서
단안/3구 TYPE
Plain Stage : 120 x 125 mm(WxD)
미동, 조동 동일축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490,000
550,000

AKS-1500Z
40~1500X
Zoom 10X~15X
4X, 40X, 100X

현미경

모델명
최대 배율
줌접안 렌즈
대물 렌즈
콘덴서
헤드/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가격(원)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미동-조동 동일축, 줌(ZOOM) 렌즈 적용으로 편리하고 정밀한 초점/배율 조정 가능

682,000

생물현미경 OSH-F 시리즈
MRS 74069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전원표시 램프로 사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MF/BF)를 이용하여 시료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스테이지
부속품
가 격

OSH-1500F

OSH-1500MF

단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OSH-1500BF
쌍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40X∼1500X
WF10X,WF15X
Ach 4X, S40X, S100X(Oil)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고휘도 LED조명, 광량조절장치
아베콘덴서(N.A0.65), 5공 조리개 아베콘덴서(N.A1.25), 고도조절, 홍채조리개
클립 스테이지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이동범위 : 50mmX70mm)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루미늄 케이스
550,000
737,000
1,045,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시청각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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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2018~2019

LED 충전식 현미경(생물.줌) 초.중.고학생용 AKS-Z(줌) 시리즈
MRS 82013
ㆍ
ㆍ
ㆍ
ㆍ

한번 충전으로 50시간 이상 전원 공급없이 사용이 가능함.
미동, 조동, 동일축 손잡이로 정밀 초점조절이 용이하다.
L ED 램프 사용으로 소비 전력이 감소하여 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LED 램프는 반영구적 수명이 보장 (약 40,000시간 이상).

ㆍ 충
 전용 줌 생물현미경은 선 없이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이 편리하다.
ㆍ 고휘도 LED 조명장치로 선명 하게 영상이 구현됨.
ㆍ LED 램프는 기존 램프보다 고온 발열의 문제가 해결.

모 델
헤 드
최대배율
접안렌즈

MST-Z600B
단안식
40~600X
ZOOM 10X~15X

MST-Z900B
단안식
40~900X
ZOOM 10X~15X

MST-Z1200B
단안식
40~1200X
ZOOM 10X~20X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콘덴서
스테이지
초점조절 / 경 통
조명장치
전
원
소비자가격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Plan Stage : W116×D120㎜
미동, 조동 동일축 / 쌍안 30도 경사, 360도 회전
고휘도 백색 LED조명
DC 6V 아답타, 충전식 전원시스템
726,000원
737,000원

715,000원

MST-Z1500B
단안식
40~1500X
ZOOM 10X~15X
Ach 4X, 40X(SP), 100X(SP,
OIL)
Abbe 콘덴서 0.65

759,000원

충전식 생물현미경 AKS-DML(메카니칼) 시리즈
MRS 82016
LED 충전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40,000시간) 적용으로 선명한 고휘도 영상 구현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ㆍ 미동-조동 동일축, 고급 메카니칼스테이지(Duble Layer) 적용으로 편리하고 정밀한 초점/위치 조정 가능
모델명
최대 배율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콘덴서
헤드/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가격(원)

AKS-400DML
40~400X
WF 10X
4X, 10X, 40X

572,000

AKS-600DML
AKS-900DML
AKS-1200DML
40~600X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15X
WF 10X, 20X
4X, 10X, 40X
4X, 20X, 60X
4X, 20X, 60X
홍채조리개, N.A. 1.25 아베 콘덴서
단안/3구 TYPE
메카니칼스테이지(Duble Layer), 115(L)x125(W)mm
미동, 조동 동일축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충전배터리 내장
627,000
682,000
737,000

AKS-1500DML
40~1500X
WF 10, 15X
4X, 40X, 100X

792,000

충전식 학생용 현미경(생물, 단안) MST-BA 시리즈
MRS 74070

시청각

ㆍ LED 램프는 반영구적 수명이 보장(약40,000시간이상), 고휘도 LED 조명장치로 선명하게 영상이 구현됨
ㆍ 한번 충전으로 50시간 이상 전원 공급없이 사용이 가능
ㆍ LED 램프는 기존 램프보다 고온발열의 문제가 해결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현미경

IMMERSION OIL
콘덴서
스테이지
조명장치 / 초점조절
소비자가격

MST-600BA
40~600X
WF 10X, 15X

MST-900BA
40~900X
WF 10X, 15X

MST-1200BA
40~1200X
WF 10X, 20X

MST-1500BA
40~1500X
WF 10X, 15X
Ach 4X, 40X(SP),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100X(SP)
×
×
×
○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Abbe 콘덴서 0.65
사각 스테이지 : 125×115㎜(W×D) / DC 6V 어댑터, 충전식 전원시스템
고휘도 백색 LED 조명 / 미동, 조동 동일축
429,000원
462,000원
539,000원
616,000원

LED 학생용 현미경(생물.줌) 초.중.고학생용 MST-ZA 시리즈
MRS 74071
ㆍ 미동, 조동, 동일축 손잡이로 정밀 초점조절이 용이하다.
ㆍ LED 램프 사용으로 소비 전력이 감소하여 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ㆍ LED 램프는 반영구적 수명이 보장 (약 40,0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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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고휘도 LED 조명장치로 선명 하게 영상이 구현됨.
ㆍ LED 램프는 기존 램프보다 고온 발열의 문제가 해결.

모 델
헤 드
최대배율
접안렌즈

MST-Z600A
단안식
40~600X
ZOOM 10X~15X

MST-Z900A
단안식
40~900X
ZOOM 10X~15X

MST-Z1200A
단안식
40~1200X
ZOOM 10X~20X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콘덴서
스테이지
초점조절 / 경 통
조명장치
전
원
소비자가격

오공조리개

473,000원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Plan Stage : W116×D120㎜
미동, 조동 동일축 / 쌍안 30도 경사, 360도 회전
고휘도 백색 LED조명
220V 60Hz
495,000원
517,000원

MST-Z1500A
단안식
40~1500X
ZOOM 10X~15X
Ach 4X, 40X(SP), 100X(SP,
OIL)
Abbe 콘덴서 0.65

572,0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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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현미경 PAR-ZC 시리즈 (교육용)
MRS 74072
LED 조명

ㆍ
ㆍ
ㆍ
ㆍ

미동 조동 동일축 손잡이로 초점조절 용이
다양한 줌배율로 관찰이 용이
LED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콘덴서
스테이지/경통
조명장치/초점조절
전원/옵션
가 격(원)

PAR-ZC600
40~600X
ZOOM 10X , 15X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 (약 40,000 시간이상)
ㆍ 사용이 편리한 충전식 현미경
ㆍ 고휘도 LED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PAR-ZC900
PAR-ZC1200
45˚ 경사 단안헤드
40~900X
40~1200X
ZOOM 10X , 15X
ZOOM 10X , 20X

PAR-ZC1500

40~1500X
ZOOM 10X , 15X
ACH 4X, 40X(SP),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100X(SP,OIL)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Abbe 콘덴서 0.65
Plan Stage : 116 X 120mm (상하 스톱장치) / 45도 경사 단안, 360도 회전
고휘도 백색 LED 조명 ON/OFF SW / 미동, 조동 동일축
DC 12V 0.5A 충전식 / 메카니칼스테이지
660,000
682,000
693,000
715,000

휴대용 현미경(생물·실체 겸용) MST-SMB-500B
MRS 74073 	�������������������������������������������������������������������������������������������������������������������������������������������� 330,000원
ㆍ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 발열 문제 해결.
모 델
생 물
실 체
접안렌즈
헤 드
조명장치
규 격
전 원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 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약 40,000시간이상)
MST-SMB-500B
40 ~ 200X
30X, 40X
10X
단안
고휘도 백색 LED
210X170X350㎜
DC 건전지 AAM 3V

휴대용 현미경(생물·실체 겸용) MST-SM-500
MRS 74074 	�������������������������������������������������������������������������������������������������������������������������������������������� 330,000원
ㆍ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 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약 40,000시간이상)

모

델

MST-SM-500

생

물

40 ~ 200X

실

체

30X, 40X

접안렌즈

10X

헤

단안

드

조명장치

고휘도 백색 LED

격

210X170X350㎜

전

원

DC 건전지 AAM 3V

현미경

규

스마트폰 / 생물 실체 다기능 현미경
MRS 74075
NEW

ㆍ 생물 실체 겸용 다기능 관찰 가능
ㆍ 메카니컬 스테이지로 편리한 시료이동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 스테이지
조명 / 전원
옵 션
가 격(원)

시청각

ㆍ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 발열 문제 해결.

ㆍ 스마트폰 사용 영상 저장 가능
ㆍ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

PAR-M400

PAR-M600
PAR-M1000
스마트폰 전용 렌즈 장착
40~400X
40~600X
40~1000X
전용렌즈 장착
Ach 4X, 10X, 40X
Ach 4X, 20X, 60X
Ach 4X, 40X, 100X
미동, 조동 동일축 / 메카니컬스테이지 120(W)×130(D)㎜
상,하 고휘도 LED 광량조절장치 / DC 6V 1A
메카니컬 별도
550,000
660,000
770,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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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2018~2019

충전식 쌍안 생물현미경(메카니컬스테이지형)
MRS 82027
ㆍ 충전식 LED조명장치 / Achromatic Lens 채택으로 색수차 보정 / 일체형 메카니컬스테이지
모델
배 율

TBL-1000LS

TBL-1500LS

총배율

40× - 1000×

40× - 1500×

대물렌즈

Ach 4×, 10X, S40X, Oil100X

Ach 4×, 10X,S40X, Oil100X

접안렌즈

WF10 X

WF10 X , WF15X

헤드

쌍안, 4구 리벌브

쌍안, 4구 리벌브

재물대

110*125 /메카니컬스테이지

110*125 /메카니컬스테이지

콘덴서
초점조절

아베 NA 1.25 콘덴서 및 홍체조리개 필터
"조동,미동 동일축"
220V

"조동,미동 동일축"
220V

전원

충전식 , DC5V

충전식 , DC5V

조명

고휘도 LED 램프(1W)

고휘도 LED 램프(1W)

권장소비자가

891,000

990,000

쌍안 고급형 충전식 LED 생물현미경 시리즈
MRS 87009
ㆍ 충전타입으로 관찰 장소가 자유로움
ㆍ 고휘도 LED 조명 적용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ㆍ 최고급 포커싱 시스템과 광시야 접안렌즈

LED 충전
4구 대물랜즈

모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조명방식
리볼버
헤드
초점조절
콘덴서
스테이지
충전사양
전원
가격

쌍안관찰
메카니컬
스테이지

DBM-RB400
40X~400X
10X(SWF)
4X,10X,20X,S40X

ㆍ 뛰어난 광학 성능과 견고한 바디로 생물현미경의 표준 모델
ㆍ 4구 리볼버 적용으로 다양한 배율 관찰

DBM-RB600
40X~600X
10X(SWF),15X(WF)

DBM-RB1000
DBM-RB1200
40X~1000X
40X~1200X
10X(SWF)
10X(SWF),20X(WF)
4X,10X,S40X,S100X
4X,10X,S40X,S60X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 조절장치
4구 리볼버
쌍안헤드, 360˚ 회전, 알루미늄 합금 경통
래크&피니언 방식,조동/미동 동일축, 텐션조절장치 부착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 백색필터
메카니컬스테이지: 140×140mm, 이동범위: 75×50mm
충전시간 : 3~4시간, 사용시간 : 약 50시간 사용
AC 220V, 50~60Hz
₩630,000
₩693,000
₩693,000

₩600,000

DBM-RB1500
40X~1500X
10X(SWF),15X(WF)
4X,10X,S40X,S100X

₩750,000

생물현미경 : OSH-BL 시리즈
MRS 87006

시청각

ㆍ 메카니칼 스테이지가 내장된 쌍안현미경입니다..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충전표시 램프가 있어 사용 및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시료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현미경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스테이지
부속품
가 격

OSH-400BL

OSH-600BL
OSH-900BL
OSH-1200BL
쌍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40X∼600X
100X∼900X
100X∼1200X
WF10X,WF15X
WF10X,WF15X
WF10X,WF20X

40X∼400X
WF10X

Ach4X,10X,S40X

847,000

Ach10X,S40X,S60X

OSH-1500BL
100X∼1500X
WF10X,WF15X
Ach 10X, S40X,
S100X(Oil)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광량조절장치, 충전표시 램프
아베콘덴서(N.A1.25), 고도조절, 홍채조리개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이동범위 : 50mmX70mm)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케이스
913,000
990,000
1,023,000
1,056,000

충전식 현미경(생물-쌍안) MST-MA 시리즈
MRS 82030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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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충전으로 50시간 이상 전원 공급없이 사용이 가능함.
미동·조동·동일축 손잡이로 정밀 초점조절이 용이함.
LED 램프 사용으로 소비 전력이 감소하여 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LED 램프는 반영구적 수명이 보장.

ㆍ 충전용 쌍안 생물현미경은 선 없이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
ㆍ 고휘도 LED 조명장치로 선명하게 영상이 구현됨.
ㆍ LED 램프는 기존 램프보다 고온발열의 문제가 해결.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MST-M600A
40~600X
WF 10X, WF 15X

MST-M900A
40~900X
WF 10X, WF 15X

MST-M1200A
40~1200X
WF 10X, WF 20X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콘덴서
스테이지
조명장치
초점조절
전원방식
소비자가격

오공조리개

891,000원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동일축 메카니컬스테이지
고휘도 LED 램프, 광량조절가능
미동, 조동 동일축
DC 6V 어댑터, 충전식 전원시스템
990,000원
1,100,000원

MST-M1500A
40~1500X
WF 10X, WF 15X
Ach 4X, 40X(SP),
100X(SP,OIL)
Abbe 콘덴서 0.65

1,210,0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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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현미경 : OSH-FL 시리즈
MRS 87007

ㆍ 메카니칼 스테이지와 4구 리볼버를 내장한 쌍안 현미경입니다.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충전표시 램프가 있어 사용 및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시료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스테이지
부속품
가 격

OSH-1000FL
OSH-1500FL
쌍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40X∼1000X
40X∼1500X
WF10X
WF10X,WF15X
Ach4X,10X,S40X,S100X(Oil)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광량조절장치, 충전표시 램프
아베콘덴서(N.A1.25), 고도조절, 홍채조리개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이동범위 : 50mmX70mm)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케이스
1,100,000
1,210,000

학생용 현미경(생물, 쌍안) MST-MB 시리즈
MRS 74076
ㆍ 미동·조동·동일축 손잡이로 정밀 초점조절이 용이함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ㆍ LED 램프는 반영구적 수명이 보장

MST-M600B
40~600X
WF 10X, 15X

MST-M900B
MST-M1200B
MST-M1500B
40~900X
40~1200X
40~1500X
WF 10X, 15X
WF 10X, 20X
WF 10X, 15X
Ach 4X, 20X(SP),
Ach 4X, 20X(SP),
Ach 4X, 40X(SP),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60X(SP)
60X(SP)
100X(SP)
IMMERSION OIL
×
×
×
○
콘덴서
오공조리개
오공조리개
Abbe 콘덴서 0.65
Abbe 콘덴서 0.65
스테이지
동일축 메카니컬스테이지
조명장치 / 초점조절
고휘도 LED 램프, 광량조절가능 / 미동, 조동 동일축
전원장치
220V, DC 6V 어댑터, 충전식 전원시스템
소비자가격
990,000원
1,100,000원
1,210,000원
1,430,000원

쌍안 생물현미경 AKS-B(충전식 BL) 시리즈
MRS 82045

LED

시청각

NEW

ㆍ 실속형 4구 쌍안 현미경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
ㆍ 단안 현미경 보다 월등한 화질의 시료 관찰을 할 수 있슴
ㆍ 360도 회전 쌍안헤드, 고급형 메카니칼스테이지, 조동-미동 동일축 적용 ㆍ 고휘도 초절전 LED램프 적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발열문제 해소

모델명
최대 배율

AKS-1000B
40 ~ 1000X

헤드
WF 10X

가격(원)

1,034,000

AKS-1000BL
AKS-1500BL
40 ~ 1000X
40 ~ 1500X
쌍안, 30° 경사, 360° 회전
안폭조절(55 ∼ 75mm), 시력보정 장치
WF 10X, 15X
WF 10X
WF 10X, 15X
4X, 10X, 40X(spring), 100X(spring, oil)
ABBE 콘덴서(NA 1.25), 필터홀더, 홍채조리개
4구 TYPE
메카니칼스테이지(Duble Layer), 120(L)x120(W)mm
미동, 조동 동일축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1,155,000

1,155,000

AKS-2000BL
40-2000X

WF10X,20X

현미경

접안렌즈
대물렌즈
콘덴서
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AKS-1500B
40 ~ 1500X

1,320,000

1,287,000

생물 쌍안 현미경 PAR-B 시리즈 (교육용 보급형)
MRS 74077
LED 조명
충전식 베터리

ㆍ LED조명으로 고효율 저전력 소모, 선명한 영상구현, 기존 고온 발열 문제 없음, 광량조절 장치 ㆍ 1회 충전으로 전원선 없이도 장소에 관계없이 50시간 이상 사용가능
ㆍ 아베콘덴서(N.A 1.25) 레크피니언식 홍채조리개 채용으로 밝기와 해상도를 자유롭게 조절 ㆍ 조·미동 동일 초점조절 장치는 초점 조절이 쉽고 부드러운 기어 채용
ㆍ 2중 3조의 메카니컬 스테이지 채용과 편안한 쌍안헤드로 고배율에서 정밀한 시료 관찰이 가능

모델명
헤 드
최대배율
접안렌즈

40~600X
WF 10X, 15X

PAR-B900
PAR-B1200
45˚경사 쌍안헤드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20X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ACH 4X, 20X(SP), 60X(SP) ACH 4X, 20X(SP), 60X(SP)

콘덴서
스테이지
초점조절/경통
조명/전원
가 격(원)

PAR-B600

884,400

PAR-B1500
40~2000X
WF 10X, 20X
ACH 4X, 40X(SP),
100X(SP,OIL)

아베콘덴서 (N.A 1.25), 레크피니언식, 홍체조리개
동일축 메카니컬 스테이지 : 125(W)㎜×130(D)㎜
미동/조동 동일축 / 45˚경사 단안, 360˚회전
고휘도 백색 LED조명, 광량조절장치 / 충전용 정전압어댑터 DC 6V 1A
972,400
1,082,4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93,500

시청각

468

시청각

2018~2019

생물현미경 : OSH-T 시리즈
MRS 87008
ㆍ
ㆍ
ㆍ
ㆍ

메카니칼 스테이지와 4구 리볼버를 내장한 삼안 현미경입니다.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충전표시 램프가 있어 사용 및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시료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카메라(선택품목)를 장착하면 PC와 연결하여 고해상도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스테이지
선택품목
부속품
가 격

OSH-1000T
OSH-1500T
삼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40X∼1000X
40X∼1500X
WF10X
WF10X, WF15X
Ach. 4X, 10X, 40X(S), 100X(S, Oil)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광량조절장치, 충전표시 램프
아베콘덴서(N.A1.25), 고도조절, 홍채조리개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이동범위 : 50mmX70mm)
현미경 카메라, 카메라 어댑터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케이스
1,650,000
1,760,000

고급형 쌍안 LED 현미경 (4구리볼버) DBM 시리즈
MRS 82021
LED 충전

ㆍ
ㆍ
ㆍ
ㆍ

쌍안관찰

4구 대물랜즈

넓은 메카니컬 스테이지 시스템으로 시료 관찰이 용이
최고의 정밀 포커싱 시스템과 인체공학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편안한 관찰이 가능
광시야 접안렌즈(W.F)와 DIN규격의 고해상도 접안/대물렌즈 채용으로 관찰 시 눈의 피로가 매우 적음
백워드 방식의 고해상도 대물렌즈 채용으로 작업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배율의 선명한 관찰이 가능
모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리볼버
헤드
조명방식
초점조절
스테이지
콘덴서
전원
가격

메카니컬
스테이지

ㆍ 텐션조적장치로 세밀한 초점 조절이 가능

DBM-B1000
40X~1000X
WF10X

DBM-B1600
40X~1600X
WF10X, 16X

4X, 10X, S40X, S100X(Oil)
4구 리볼버, 볼베어링 방식
쌍안헤드(30˚ 경사, 360˚ 회전), 안폭조절 : 55~75mm, 시도 조절장치
쾨일러 조명방식, LED 조명, 광량 조절장치
조동/미동 래크 & 피니언 방식, 미동감도 : 0.002mm 텐션 조절장치 부착
사각 메카니컬 스테이지 : 140(W) x 140(D)mm, 이동면적 : 75(X) x 50(Y)mm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 필터홀더, 청색필터
AC 220V
₩990,000
₩1,100,000

쌍안 생물현미경 AKS-RB(충전식 RBL) 시리즈

시청각

MRS 87013
LED

ㆍ 실속형 3구 쌍안 현미경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
ㆍ 단안 현미경 보다 월등한 화질의 시료 관찰을 할 수 있슴
ㆍ 360도 회전 쌍안헤드, 고급형 라운드메카니칼스테이지, 조동-미동 동일축 적용 ㆍ 고휘도 초절전 LED램프 적용으로 기존 할로겐램프의 발열문제 해소

현미경

모델명
최대 배율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콘덴서
헤드/리볼버
스테이지
초점 조절
조명 장치
가격(원)
모델명
충전식
가격(원)

AKS-RB400
40~400X
WF 10X
4X, 10X, 40X

781,000
AKS-RBL400
814,000

AKS-RB600
40~600X
WF 10X, 15X
4X, 10X, 40X

AKS-RB900
AKS-RB1200
40~900X
40~1200X
WF 10X, 15X
WF 10X, 20X
4X, 20X, 60X
4X, 20X, 60X
홍채조리개, N.A. 1.25 아베 콘덴서
쌍안 30도, 경사 360도 회전/3구 TYPE
라운드형 메카니칼스테이지(WxDmm), 140x140mm, X-Y:75~30mm
미동, 조동 동일축, 텐션조절 손잡이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819,000
882,000
909,000
AKS-RBL600
AKS-RBL900
AKS-RBL1200
충전식 밧데리 내장 모델
819,000
915,000
942,000

AKS-RB1500
40~1500X
WF 10, 15X
4X, 40X, 100X

996,000
AKS-RBL1500
1,029,000

충전식 쌍안 생물현미경 - 보급형 (4구 리볼버)
MRS 74078
ㆍ 충전식 LED조명장치 / Achromatic Lens 채택으로 색수차 보정 / 일체형 메카니컬스테이지
모델
총배율
대물렌즈
배 율
접안렌즈
헤드
재물대
콘덴서
초점조절

TBN-600FD
40× - 600×
WF10 X

전원
조명
권장소비자가

469

618,000

TBN-900FD
TBN-1200FD
40× - 900×
40× - 1200×
Ach 4×, 10X, S40X, S60X
WF10 X , WF15X
WF10 X , WF 20X
쌍안, 4구 회전식 변배,360도 회전, 30도 경사경통
110*125 /Double Layer 일체형 메카니컬스테이지
아베 NA 1.25 콘덴서 및 홍체조리개 필터
조동,미동 동일축
220V
충전식 , DC5V , 300mA
고휘도 LED 램프(1W)
660,000
701,000

TBN-1500FD
40× - 1500×
Ach 4×,10X,S40X, Oil100X
WF10 X , WF15X

756,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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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쌍안 실체현미경 - 고급형
MRS 82051
ㆍ 저전력 고효율 LED 상.하 조명장치 / 3개의 대물렌즈 장착 / 충전식
모델

총배율
대물렌즈
접안렌즈

배 율
헤드
재물대
초점조절
조명장치
전원

권장소비자가

TSM-13LC

TSM-24LC

10× - 30×
1×, 2X, 3X
WF10 ×(F.N 20mm)
쌍안헤드,안폭조절가능
Clips
랙 & 피니언 방식
상.하 LED(1W)램프
220V

10× - 40×
1×, 2X, 4X
WF10 ×(F.N 20mm)
쌍안헤드,안폭조절가능
Clips
랙 & 피니언 방식
상.하 LED(1W)램프
220V

충전식,DC5V

충전식,DC5V

550,000

572,000

쌍안실체현미경 - 보급형
MRS 82053
ㆍ 초광시야(SWF) 접안렌즈
ㆍ 회전 변배식 대물렌즈 (1X, 3X)
ㆍ 넓은 자료면 (Φ95)

ㆍ 시도 조절 가능
ㆍ 초점 조절 범위 (55~75mm)
ㆍ TMC-320 현미경 카메라 장착시 디지털영상현미경으로 변신

모델
배 율

TSM-150
10× - 30×
1× , 3X
WF10 × (F.N 20mm)
쌍안헤드,안폭조절가능
낙사.투과
220V
495,000

총배율
대물렌즈
접안렌즈

헤드
조명장치
전원
권장소비자가

TSM-500
10× - 60×
2× , 4X
WF10 ×, WF15 × (F.N 20mm)
쌍안헤드,안폭조절가능
낙사,투과
220V
682,000

실체현미경 AKS-S(충전식 SL, 줌-Z) 시리즈
MRS 74079

[AKS-S40,S60,SL40,SL60]

[AKS-45SZ]

고선명도 제공과 영구적인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
회전식 대물렌즈 또는 ZOOM 대물렌즈 채용으로 배율변환이 용이
높은 해상력과 광시야 접안렌즈를 채용한 정밀관찰용 쌍안실체현미경
포터블타입의 디자인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야외에서의 관찰도 용이함
AKS-S40

AKS-S60

AKS-SL40
AKS-SL60
AKS-45SZ
쌍안식 45°, 안폭조절, 시도조절장치
20~40X
30~60X
20~40X
30~60X
15~45X
WF 10X
WF 15X
WF 10X
WF 15X
WF 15X
2X, 4X, 회전식
ZOOM 1~3
고휘도 백색 LED 상,하부 조명, 개별 광량 조절장치
DC 5V, 1A
충전식+DC 5V,1A
DC 5V, 1A
462,000
517,000
715,000
748,000
1,430,000

AKS-SL2060
20~60X
WF 10X, WF15X
2X, 4X, 회전식

781,000

현미경

모델
헤
드
총배율
대안 렌즈
대물 렌즈
조명 장치
전원 및 기타
가격(원)

[AKS-SL2060]

실체 현미경 PAR-S 시리즈 (교육용)
MRS 74080
LED 조명

ㆍ
ㆍ
ㆍ
ㆍ

LED조명 채택으로 자연광에 가까운 부드러운 조명제공
기존 할로겜 램프의 고온 발열 문제 해결
학습용으로 제작되어 각종 검사 및 관찰에 편리
보관이동이 손쉽고 다양한 곳에서의 관찰이 용이

모델명
헤 드
총배율
대안렌즈
대물렌즈
조명장치
작업거리
전 원
가 격(원)

PAR-S1
45˚단안식
10~30X
WF 10X
1X, 3X 회전식

298,000

ㆍ 긴 수명의 LED 램프로 낮은 유지비 및 A/S 경비 절감 (고온 발열 문제 해결)
ㆍ 고해상력의 광시야 접안렌즈를 채용
ㆍ 부드러운 배율 전환

PAR-S2
PAR-S3
직립식, 쌍안식
45˚쌍안식
10~40X
20~40X
WF 10X
WF 10X
1X, 3X 회전식
2X, 4X 회전식
고휘도 백색 LED 램프 ON/OFF SW
90㎜
AC 220V 60㎐
363,000
462,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ㆍ
ㆍ
ㆍ
ㆍ

PAR-S4
45˚쌍안식
30~60X
WF 15X
2X, 4X 회전식

495,000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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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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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쌍안실체현미경 : OSS-30L/40L
MRS 82067
ㆍ 고휘도 LED 조명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상부/하부 조명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시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작업거리

OSS-30L
OSS-40L
쌍안헤드, 30˚ 경사, 360˚ 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조절
10X, 30X
20X, 40X
WF10X(F.N.20mm)
WF10X(F.N.20mm)
1X, 3X
2X, 4X
90mm
90mm
상부조명 : 고휘도 LED 조명
하부조명 : 고휘도 LED 조명
광량조절장치 내장
사용설명서, 먼지덮개, 알루미늄 케이스, 전원케이블
484,000
495,000

조명장치
부속품
가 격

학생용 현미경 (실체) MST-S 시리즈
MRS 82058
ㆍ
ㆍ
ㆍ
ㆍ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L ED 램프사용으로 기존 발열 문제 해결.
조동 장착 미세조정 기능.
360。회전 곰팡이 방지를 위한 슈퍼멀티코팅.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헤 드
스테이지
조명장치
초점조절
소비자가격

ㆍ 획기적인 소비전력 절감으로 경제적효과 극대.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ㆍ 레크피니언 기어의 완벽한 조화로 스테이지 흘러내림 방지.

MST-30S
15~30X
10X
1.5X, 3X

MST-40S
20~40X
10X
2X, 4X
쌍안 45。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레크피니언 식
462,000원

440,000원

MST-60S
30~60X
15X
2X, 4X

495,000원

학생용 쌍안 실체현미경 OAM 시리즈

시청각

MRS 87017
ㆍ 실체(해부) 현미경의 표준 제품
ㆍ 3단계 조절광원(낙사,투과,낙사투과)
ㆍ 배율변환이 쉽고 빨른 회전변배식 대물렌즈

쌍안관찰
3단계
광원조절

ㆍ 고해상의 정밀 관찰용 쌍안 실체현미경
ㆍ 광시야 접안렌즈 채용으로 넓은 범위의 관찰 용이

모델

OAM13NS

총배율

10X,30X

접안렌즈

WF10X

대물렌즈

1X, 3X

헤드

OAM24NS
20X,40X
WF10X
2X, 4X

WF10X,WF15X
2X, 4X

쌍안헤드(45˚), 360˚회전, 안폭조절(55~75mm), 시도조절

현미경

조명장치

상/하 :할로겐 램프(6V,12W)

스테이지

흑백 양면 아크릴/ 간유리 스테이지

전원
가격

OAM36NS
20X, 30X, 40X, 60X

AC220V, 50~60Hz
380,000

410,000

440,000

실체 현미경 PAR-C 시리즈 (교육용)
MRS 74081
LED 조명

ㆍ
ㆍ
ㆍ
ㆍ

충전식 시스템으로 전원 없이 사용가능
ㆍ LED램프사용으로 기존램프들의 고온발열문제 해결
교육용 현미경에 산업용현미경을 적용하여 품질을 높임
ㆍ 관찰이 편리한 실체현미경
기존 램프대비 획기적인 소비전력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램프
고휘도 LED조명으로 기존 측광조명에 있던 그림자를 방지함으로 선명한 영상구현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스테이지
조명장치
전 원
가 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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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40

PAR-C60
45° 쌍안 회전식

20∼40X
WF 10X
2X, 4X

30∼60X
WF 15X
2X, 4X
레크피니언식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AC/DC어댑터, 충전식전원시스템

660,000

737,000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학생용 현미경(실체) MST-BS 시리즈
MRS 74082
ㆍ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 발열 문제 해결.
ㆍ 조동 장착 미세조정 기능.

ㆍ 획기적인 소비전력 절감으로 경제적효과 극대.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ㆍ 레크피니언 기어의 완벽한 조화로 스테이지 흘러내림 방지.

ㆍ 360。회전 곰팡이 방지를 위한 슈퍼멀티코팅.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헤 드
스테이지
조명장치
초점조절
소비자가격

MST-B30S
15~30X
10X
1.5X, 3X

440,000원

MST-B40S
20~40X
10X
2X, 4X
쌍안 45。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레크피니언 식
462,000원

MST-B60S
30~60X
15X
2X, 4X

495,000원

학생용 LED 충전식 쌍안 실체현미경 OAM 시리즈
MRS 74083
ㆍ 실체(해부) 현미경의 표준 제품
ㆍ 3단계 조절광원(낙사,투과,낙사투과)
ㆍ 배율변환이 쉽고 빨른 회전변배식 대물렌즈

ㆍ 고해상의 정밀 관찰용 쌍안 실체현미경
ㆍ 광시야 접안렌즈 채용으로 넓은 범위의 관찰 용이
ㆍ 고휘도 LED 조명 적용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ㆍ 충전타입으로 관찰 장소가 자유로움
모델

OAM13R

OAM24R

OAM36R

총배율

10X,30X

20X,40X

20X, 30X, 40X, 60X

LED 충전식

접안렌즈

WF10X

WF10X

WF10X,WF15X

대물렌즈

1X, 3X

2X, 4X

2X, 4X

NEW

헤드

쌍안관찰

쌍안헤드(45˚), 360˚회전, 안폭조절(55~75mm), 시도조절

조명장치

LED조명(광원 일체형)

스테이지

흑백 양면 아크릴/ 간유리 스테이지

충전사양

충전시간 : 3~4시간, 사용시간 : 약 50시간 사용

전원
가격

AC220V, 50~60Hz
520,000

550,000

600,000

학생용 고급형 쌍안실체현미경 : OS-13/24
ㆍ 고휘도 LED 조명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고급 코팅 렌즈를 사용하여 해상력이 우수합니다.
ㆍ 전원 케이블이 본체와 분리형입니다.

시청각

MRS 82066
ㆍ 상부/하부 조명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시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ㆍ 견고한 구조와 넓고 안정된 베이스로 큰 시료도 관찰이 편리합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작업거리
조명장치
부속품
가 격

현미경

OS-13
OS-24
쌍안헤드, 30˚ 경사, 360˚ 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10X, 30X
20X, 40X
WF10X(F.N.20mm)
WF10X(F.N.20mm)
1X, 3X
2X, 4X
102mm
90mm
상부조명 : 고휘도 LED 조명
하부조명 : 고휘도 LED 조명
광량조절장치 내장
사용설명서, 먼지덮개, 알루미늄 케이스, 전원케이블
550,000
572,000

학생용 LED 충전식 쌍안 실체현미경 OSM 시리즈
MRS 74084
ㆍ 실체(해부) 현미경의 표준 제품
ㆍ 광량조절광원(낙사,투과,낙사투과)
ㆍ 배율변환이 쉽고 빨른 회전변배식 대물렌즈

ㆍ 고해상의 정밀 관찰용 쌍안 실체현미경
ㆍ 광시야 접안렌즈 채용으로 넓은 범위의 관찰 용이
ㆍ 고휘도 LED 조명 적용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ㆍ 충전타입으로 관찰 장소가 자유로움

쌍안관찰
LED
NEW

모델

OSM13R

OSM24R

OSM36R

총배율

10X,30X

20X,40X

20X, 30X, 40X, 60X

접안렌즈

WF10X

WF10X

WF10X,WF15X

대물렌즈

1X, 3X

2X, 4X

2X, 4X

헤드

쌍안헤드(45˚), 360˚회전, 안폭조절(55~75mm), 시도조절

조명장치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조절장치

스테이지

흑백 양면 아크릴/ 간유리 스테이지

충전사양

충전시간 : 3~4시간, 사용시간 : 약 50시간 사용

전원
가격

AC220V, 50~60Hz
₩580,000

₩610,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80,000

시청각

472

시청각

2018~2019

학생용 LED 쌍안 실체현미경 OSM 시리즈
MRS 74085
ㆍ 실체(해부) 현미경의 표준 제품
ㆍ 광량조절광원(낙사,투과,낙사투과)
ㆍ 배율변환이 쉽고 빨른 회전변배식 대물렌즈
쌍안관찰
LED
NEW

ㆍ 고해상의 정밀 관찰용 쌍안 실체현미경
ㆍ 광시야 접안렌즈 채용으로 넓은 범위의 관찰 용이
ㆍ 고휘도 LED 조명 적용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모델

OSM13NS

OSM24NS

OSM36NS

총배율

10X,30X

20X,40X

20X, 30X, 40X, 60X

접안렌즈

WF10X

WF10X

WF10X,WF15X

대물렌즈

1X, 3X

2X, 4X

2X, 4X

헤드

쌍안헤드(45˚), 360˚회전, 안폭조절(55~75mm), 시도조절

조명장치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조절장치

스테이지

흑백 양면 아크릴/ 간유리 스테이지

전원
가격

AC220V, 50~60Hz
₩450,000

₩480,000

₩540,000

충전식 학생용 현미경(실체) MST-BSS 시리즈
MRS 74086
ㆍ 고휘도 LED 전원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LED 램프사용으로 기존 발열 문제 해결.
ㆍ 조동 장착 미세조정 기능.

ㆍ 획기적인 소비전력 절감으로 경제적효과 극대.
ㆍ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ㆍ 레크피니언 기어의 완벽한 조화로 스테이지 흘러내림 방지.

ㆍ 360。회전 곰팡이 방지를 위한 슈퍼멀티코팅.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헤 드
스테이지
조명장치
초점조절
소비자가격

MST-B30SS
15~30X
10X
1.5X, 3X

MST-B40SS
20~40X
10X
2X, 4X
쌍안 45。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레크피니언 식
704,000원

682,000원

MST-B60SS
30~60X
15X
2X, 4X

715,000원

LED 충전식 실체현미경(학생용.초.중.고) MST-SS 시리즈

시청각

MRS 74087
ㆍ 한번 충전으로 50시간 이상 전원 공급 없이 실내, 실외에서 사용이 가능함.
ㆍ 조동 장착 미세조정이 용이함.
ㆍ 360회전 곰팡이 방지를 위한 슈퍼멀티 코팅됨.

ㆍ 충전용 실체현미경은 선 없이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이 편리함.
ㆍ 레크피니언 기어의 완벽한 조화로 스테이지 흘러내림 방지
ㆍ 충전용 실체현미경은 반영구적인 수명의 LED 램프 사용으로 소비 전력이 감소하여 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ㆍ LED 램프는 반영구적인 수명 보장 (약40,000 시간 이상).

ㆍ * DC 6V 어댑터, 충전식 전원시스템

현미경

모 델
접안렌즈
대물렌즈
헤 드
스테이지
조명장치
초점조절
전
원
소비자가격

MST-30SS
10X
1X, 3X

MST-40SS
10X
2X, 4X
쌍안 45。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레크피니언 식
DC 6V어댑터, 충전식 전원시스템
704,000원

682,000원

MST-60SS
15X
2X, 4X

715,000원

전문가용 실체ZOOM현미경 DSZM시리즈
MRS 87020
ㆍ 기본사양으로 45배 줌이 가능한 줌 실체 현미경
ㆍ 상하이동이 자유로운 Pole Type의 지지대
ㆍ 310만 화소 CMOS 카메라 부착형으로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 및 시료 분석 (DEM-7045T)

쌍안관찰
LED
PC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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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헤드
광학 총배율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초점조절
작업거리
스테이지
초점조절
조명장치
CCD Camera
출력단자
전원
가격

ㆍ 상하 고휘도 LED 조명장치 내장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광량조절장치 부착)
ㆍ 긴 작동 거리로 전자기판 및 IC 회로등 다양한 시료 관찰 가능
ㆍ 우수한 편심과 동초점으로 고정밀 관찰 가능

DSZM-7045
DSZM-7045T
삼안 45° 경사, 안폭조절(55~75mm), 시도조절장치
7.0X~45X
WF10X(Φ20mm), 시도조절 일체형(±5 Diopter)
Zoom 0.7X~4.5X
Rack&Pinion 방식, 텐션조절 기능
100mm
평면 아크릴스테이지, Frosted glass 내장
미동, 조동 동일축, 텐션조절손잡이
상하부 고휘도 LED 조명, 광량조절 기능
310만화소 CMOS
USB
AC 220V, 50~60Hz
₩1,650,000
₩2,200,000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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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쌍안실체현미경 : OSZ-745
MRS 87019 	������������������������������������������������������������������������������������������������������������������������������������������1,210,000원
ㆍ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실체현미경입니다.
ㆍ 45배까지 자유자재로 확대 축소가 가능한 줌 실체현미경입니다.
ㆍ 고휘도 LED 조명을 상/하부 조명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시료를 관찰할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

델

OSZ-745

총배율

7X~45X Zoom

접안렌즈
헤

WF10X

드

초점조절

45˚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조절
상부조명 : 화이트 LED 조명
하부조명 : 화이트 LED 조명
전원어댑터 내장, 광량조절 장치
래크&피니언 초점 조절

작업거리

95mm

조명장치

편광현미경 AKS-400P(충전식 PL, 쌍안 BPL) 시리즈
MRS 82069
LED

ㆍ 광물, 지질, 화학 실험, 실습 관찰용으로 사용
ㆍ 스테이지 버니어 눈금이 1°에서 360°까지 눈금이 되어 있는 회전식 STAGE
모델

ㆍ Analyzer부 0° 와 90° 로 회전 멈춤개가 있는 Mount

AKS-400P

AKS-400PL

총배율

AKS-400BPL

40~400X

헤드

단안, 45° 경사

쌍안, 30° 경사

접안렌즈

WF 10X

대물렌즈

4X, 10X, 40X(SP)

리볼버

3구 TYPE

스테이지

360° 회전형

편광

편광자/검광자,슬라이드 보조검판(λ, 1/4λ)

초점조절

미동/조동 동일축

조명장치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전원 및 기타

DC12V, 1A

충전식

충전식

가격(원)

690,000

770,000

1,100,000

ㆍ 연구용 고급 실체현미경
ㆍ 고 휘도 상/하부 LED 조명

ㆍ 45배 줌 실체현미경
TPM-400
단안 45' 360'회전
40X ~ 400X
10X
Ach 4X, 10X, 40X
3구 TYPE
360' 회전식 각도분할 스테이지
미.조동 일체형
편광자(개방,직교가능),검광자,예민색판(4/4)채택,파장판(1/4)

현미경

모델명
헤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리볼버
스테이지
초점조절
편광

학생용 편광현미경 MST-400PHB/400PA
MRS 74088
ㆍ 고품질과 고해상도로 지질, 광물, 실험, 실습.
ㆍ 고휘도 LED로 선명한 조명 구현.
모

MST-400PHB

MST-400PA

100 ~ 400X

100 ~ 400X

접안렌즈

WF 10X

WF 10X

헤

델

ㆍ 관찰용으로 최적의 효과.

총배율

단안

단안

대물렌즈

ACH 4X, 10X, 40X(SP)

ACH 4X, 10X, 40X(SP)

스테이지

Stage 상하 스토퍼 장착

Stage 상하 스토퍼 장착

조명장치

고휘도 백색 LED

고휘도 백색 LED

편광자(개방, 직교가능), 검광자 1/4λ, 4/4λ

편광자 검광자

편

드

광

초점조절

미동/조동 동일축

미동/조동

가격

₩770,000

₩660,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학생용 편광현미경 TPM-400
MRS 82071 	�������������������������������������������������������������������������������������������������������������������������������������������� 660,000원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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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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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편광현미경 OSH-400PL
MRS 87022 	�������������������������������������������������������������������������������������������������������������������������������������������� 880,000원
ㆍ 렌즈의 해상력을 높여 광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기구 정밀도 향상으로 편심 오차를 줄였습니다.
ㆍ 볼-베어링 방식의 원형스테이지는 편심 없는 부드러운 회전을 합니다.

모

OSH-400PL

델

헤 드

단안헤드, 30˚경사, 360˚회전

총배율

40X∼400X

접안렌즈

WF10X

대물렌즈

Ach 4X, 10X, 40X(S)

360˚회전식 원형 스테이지, 눈금단위0.1˚

스테이지
편광자
검광자
검 판

글라스(Glass)편광자, 360˚회전
글라스(Glass)검광자, 90˚회전, 눈금표시

1/4λ, λ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조절장치
부속품
케이스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충전표시램프

초점조절
조명장치

편광현미경 : OSS-400PL, OSS-400PFL
MRS 74089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조동/미동 동축 초점장치는 초점 조절이 쉽고 잔고장이 없습니다.
ㆍ 글라스 검판을 사용하여 간섭색이 선명합니다.
모델명
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글라스 편광자와 검광자를 사용하여 소광 성능이 우수합니다.
OSS-400PL

OSS-400PFL

드

단안헤드, 360도 회전

총배율

40X~400X

접안렌즈

WF10X

대물렌즈

Ach4X, 10X, 40X(S)

Ach4X, 10X, 20X, 40X(S)

초점조절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스테이지

360˚ 회전 원형 스테이지, 눈금단위 : 0.1˚

편광자

글라스(Glass) 편광자, 360˚ 회전

검광자
검 판
조명장치
가 격

글라스(Glass) 검광자, 눈금단위 : 0.01˚
1/4λ, λ
충전식 고휘도 LED 조명, 광량조절장치
770,000

880,000

편광현미경 : OSS-400PB, OSS-400PBF

시청각

MRS 74090
ㆍ 쌍안 관찰을 위한 편광현미경입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글라스 편광자와 검광자를 사용하여 소광 성능이 우수합니다.
모델명
헤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조동/미동 동축 초점장치는 초점 조절이 쉽고 잔고장이 없습니다.
ㆍ 글라스 검판을 사용하여 간섭색이 선명합니다.
OSS-400PB

드

OSS-400PBF
쌍안헤드, 360도 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총배율

40X~400X

접안렌즈
대물렌즈

WF10X
Ach4X, 10X, 40X(S)

Ach4X, 10X, 20X, 40X(S)

초점조절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스테이지

360˚ 회전 원형 스테이지, 눈금단위 : 0.1˚

현미경

편광자

글라스(Glass) 편광자, 360˚ 회전

검광자
검 판
조명장치
가 격

글라스(Glass) 검광자, 눈금단위 : 0.01˚
1/4λ, λ
충전식 고휘도 LED 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광량조절장치
1,100,000
1,210,000

편광현미경 : OSH-400PB
MRS 87023 	������������������������������������������������������������������������������������������������������������������������������������������1,210,000원
ㆍ 렌즈의 해상력을 높여 광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기구 정밀도 향상으로 편심 오차를 줄였습니다.
ㆍ 볼-베어링 방식의 원형스테이지는 편심 없는 부드러운 회전을 합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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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400PB
쌍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40X∼400X
WF10X
Ach 4X, 10X, 40X(S)

스테이지

360˚회전식 원형 스테이지, 눈금단위0.1˚

글라스(Glass)편광자, 360˚회전
글라스(Glass)검광자, 90˚회전, 눈금표시
1/4λ, λ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조절장치
부속품
케이스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충전표시 램프
편광자
검광자
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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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편광현미경(쌍안) MST-PM400P
MRS 82073 	����������������������������������������������������������������������������������������������������������������������������������������� 1,430,000원
ㆍ 대학교·초/중/고등학교 지구과학(암석관찰) 연구자료 필수.
ㆍ 높이조절이 가능한 아벤 콘덴서.
ㆍ 고휘도 LED 조명장치 탑제.

ㆍ 고품질·고휘도 쌍안 편광 현미경.
ㆍ 관찰용으로 지질·광물·암석·화학 효과.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헤 드
스테이지
조명장치
초점조절

MST-PM400P
40X ~ 400X
WF 10X
4X , 10X , 40X
쌍안, 30°경사 360°회전형
360도 회전식 원형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미동 조동 동일축 손잡이

편광현미경 : OSH-400PT
MRS 74091 	�����������������������������������������������������������������������������������������������������������������������������������������1,980,000원
ㆍ 카메라 장착이 가능한 삼안 편광현미경입니다.
ㆍ 충전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볼-베어링 방식의 원형스테이지는 편심 없는 부드러운 회전을 합니다.
모델명
헤 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스테이지
편광자
검광자
검 판
선택품목
부속품

ㆍ 고휘도 백색 LED 조명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 기구 정밀도 향상으로 편심 오차를 줄였습니다.
ㆍ 현미경 카메라(선택품목)를 장착하여 PC와 연결하면 고해상도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OSH-400PT
삼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 조절
40X∼400X
WF10X
Ach 4X, 10X, 40X(S)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충전표시 램프
360˚회전식 원형 스테이지, 눈금단위0.1˚
글라스(Glass)편광자, 360˚회전
글라스(Glass)검광자, 90˚회전, 눈금표시
1/4λ, λ
현미경 카메라, 카메라 어댑터
설명서, 비닐커버, 전원케이블, 알류미늄 케이스

NEW
편광
PC 연결
쌍안관찰

ㆍ 고급형 편광현미경
ㆍ 고품질과 고해상도로 지질, 광물, 실험, 실습
ㆍ 1λ, 1/4λ 검판 부착으로 정확한 색상 관찰

DBM-PD400
삼안 30˚경사,안폭조절(55~75mm),시도조절장치
40X~400X
WF10X
Achromatic obj. : 4X,10X,20X,40X(S)
편광자(개방,직교 가능)검광자, 검판부착(λ, 1/4λ)
360도 회전식 스테이지(Φ130mm)
Rack&Pinion방식,텐션조절기능,미세조정(0.02mm)
아베콘데서 N.A 1.25 및 홍채조리개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 조절장치
310만 화소 CMOS
USB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편광) : OSH-400PM
MRS 87021 	����������������������������������������������������������������������������������������������������������������������������������������� 2,310,000원
ㆍ 9인치 LCD 모니터를 통해 다수의 인원이 관찰 가능합니다.
ㆍ 9인치 LCD 모니터를 통해 다수의 인원이 관찰 가능합니다.
ㆍ 충전식 고휘도 백색 LED 조명으로 전원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모니터
총배율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스테이지
편광자
검광자
검 판
카메라
영상출력

ㆍ 렌즈의 해상력을 높여 과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ㆍ 간편하게 모니터 탈부착이 가능하여 사용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ㆍ 충전표시 램프가 있어 사용 및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SH-400PM
9인치 LCD 모니터
40X∼400X
Ach4X, 10X, 40X(S)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 배터리 내장, 충전표시 램프
360˚회전식 원형 스테이지, 눈금단위0.1˚
글라스(Glass)편광자, 360˚회전
글라스(Glass)검광자, 90˚회전, 눈금표시
1/4λ, λ
1/3인치 52만 화소 컬러 CCD 카메라
USB2.0, Video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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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모델
헤드
광학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편광
스테이지
초점조절
콘덴서
조명장치
디지털카메라
출력단자

ㆍ 4구 리볼버 장착으로 다양한 배율을 쉽게 관찰
ㆍ 조작이 간편한 돌일축 조/미동 장치
ㆍ 시료 분석(각도, 길이, 면적 등) 과 이미지 촬영 기능(이미지, 동영상)

시청각

교사용 USB 영상 편광현미경 DBM-PD400
MRS 74092 	���������������������������������������������������������������������������������������������������������������������������������������� 2,420,000원

시청각

2018~2019

고급 모니터형 (11인치) 편광현미경
MRS 74093 	���������������������������������������������������������������������������������������������������������������������������������������� 3,300,000원
NEW
편광

ㆍ 고급 모니터형편광현미경
ㆍ 고품질과 고해상도로 지질, 광물, 실험, 실습
ㆍ 1λ, 1/4λ 검판 부착으로 정확한 색상 관찰

ㆍ 4구 리볼버 장착으로 다양한 배율을 쉽게 관찰
ㆍ 조작이 간편한 돌일축 조/미동 장치
ㆍ 11.6인치 1080P 해상도 모니터 장착

모델
헤드
광학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편광
스테이지
초점조절
콘덴서
조명장치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PC 연결
쌍안관찰

DBM-P400M
삼안 30˚경사,안폭조절(55~75mm),시도조절장치
40X~400X
WF10X
Achromatic obj. : 4X,10X,20X,40X(S)
편광자(개방,직교 가능)검광자, 검판부착(λ, 1/4λ)
360도 회전식 스테이지(Φ130mm)
Rack&Pinion방식,텐션조절기능,미세조정(0.02mm)
아베콘데서 N.A 1.25 및 홍채조리개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 조절장치
11.6인치 LCD, 해상도 1080P
200만 화소

실체 멀티 영상현미경 (고급형)
MRS 74094 	���������������������������������������������������������������������������������������������������������������������������������������� 2,420,000원
NEW
전자칠판
컴퓨터 연결

ㆍ
ㆍ
ㆍ
ㆍ

AV 및 USB 출력 단자를 이용하며 스크린과 전자칠판, TV 등에서 대형화면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관찰
고해상도 1/3" CCD카메라 7" TFT LCD모니터 기본장착으로 접안렌즈부를 보지않고 초점조절과 다수의 관찰 가능한 고기능성 제품
광량조절이 되는 고효율의 LED낙사 및 투과(상하부)조명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7~45X의 강력한 줌배율 변환과 초광시야 렌즈채용으로 편안하고 넓은 관찰
모델명
헤 드
모니터
카메라부/총배율
대물렌즈/접안렌즈
스테이지/출력단자
악세사리
조명/전원

PAR-UZ45V
45˚경사, 360˚회전, 안폭조절장치(52〜75㎜) /
7" TFT LCD모니터 일체형
1/3" CCD카메라(51만 화소), Auto/Manual / Zoom 7〜45X
Zoom 0.7X〜4.5X / WF 10X (초광시야 렌즈)
광폭 반영구 백색아크릴 스테이지 / AV영상, USB 출력단자
AL케이스, AV케이블, USB케이블, 유백색 아크릴스테이지, 이미지 측정
고휘도 LED조명 / DC 12V 1.5A 전용어댑터

학생용 모니터 생물현미경 AKS-MV(9인치-S) 시리즈

시청각

MRS 74095
LED

ㆍ 초고화질 61만화소 CCD 카메라 탑재
ㆍ 에너지 절전형 LED조명 / LCD모니터 적용
ㆍ 비디오 출력 단자를 연결하여 대형화면 출력 가능

NEW

현미경

모델
헤드
최대 배율
대물 렌즈
콘덴서
리볼버
스테이지
초점조절
조명장치
전원
외부출력
가격(원)
9"모니터
가격(원)

ㆍ 다수의 학생이 조별 수업체 편리한 영상 현미경
ㆍ 경량화 설계 및 디자인 적용으로 이동이 간편함.
AKS-400MV
40~400X
4X, 10X, 40X

1,100,000
AKS-400MVS
1,705,000

AKS-600MV
7" LCD 모니터 / 61만 CCD 카메라
40~600X
4X,20X,60X
오공 조리개, 0.65 콘덴서
3구 TYPE
Plain Stage : 120mm x 125mm (WxD)
미동, 조동손잡이
고휘도 백색 LED & 광량조절장치
DC 12V, 1A
VIDEO
1,320,000
AKS-600MVS
1,892,000

AKS-1000MV
40~1000X
4X,40X,100X

1,430,000
AKS-1000MVS
2,046,000

디지털 영상현미경
MRS 82035 	����������������������������������������������������������������������������������������������������������������������������������������� 1,540,000원
ㆍ
ㆍ
ㆍ
ㆍ

고성능의 CMOS 카메라 일체형으로 선명한 화상 재현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 광범위한 분양에서 사용 가능
USB 포트로 이미지를 PC에 고속으로 전송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간단한 조작으로 작업의 효율성 제공
모델
헤드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리볼버
초점조절
스테이지
콘덴서
조명
전원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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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동영상 및 이미지 캡쳐 , 저장 , 편집 및 출력
ㆍ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제공
ㆍ 다수인원의 동시관찰로 영상물의 비교검토 가능 ( 멀티미디어 수업 가능)
TDM-1600
삼안헤드. 360'회전. 30'경통 . 시도.안폭조절 (55 ~ 77mm)
40x ~ 1600 x
WF 10X , WF 16X (각 1쌍)
Ach 4X , 10X , S40X , S100X Oil
내향식 4구 리볼버
미.조동 일체형
사각 160 x 140mm, 동축 M/S 이동거리 70 x 50 mm
아베콘덴서 (N.A.1.25), 홍체조리개. 필터홀더
6V 20W LED 램프
AC 220V / 60HZ
130만화소 CMOS 카메라 내장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MRS

생물 멀티 영상현미경 (교사용)
MRS 74096 	���������������������������������������������������������������������������������������������������������������������������������������� 2,585,000원
NEW
전자칠판
컴퓨터 연결

ㆍ AV 및 USB 출력 단자를 이용하며 스크린과 전자칠판, TV 등에서 대형화면으로 구현
ㆍ 고해상도 1/3" CCD카메라 7" TFT LCD모니터 기본장착으로 접안렌즈부를 보지않고 초점조절과 다수의 관찰 가능한 고기능성 제품
ㆍ 고효율 저전력 소모, 선명한 영상구현, 광량조절
ㆍ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를 채용하여 밝기와 해상도를 조절
모델명
헤 드
모니터
카메라부/총배율
대물렌즈/접안렌즈
스테이지/초점조절
메카니칼
콘덴서/출력단자
악세사리
조명/전원

PAR-UB150V
쌍안식, 45˚경사, 안폭조절장치(55〜75㎜)
7" TFT LCD모니터 일체형
1/3" CCD카메라(51만 화소), Auto/Manual / 40X〜15000X
DIN ACH 4X, 10X, 40X, 100X, 4구 리볼버 / DIN WF10X, 15X
동일축 메카니컬 Stage : 155(W)㎜×135(D)㎜ / 조·미동 동일축 초점조절
상하구동, X축(60㎜)Y축(80㎜) L형 메카니컬 스테이지
아베콘덴서(N.A1.25), 홍채조리개, 필터홀더, 백색필터 / AV영상, USB단자
접안렌즈(HWF 10X, 15X), 이미지 측정 프로그램, AL케이스, AV & USB케이블,
이머전오일
고휘도 백색LED조명, 광량조절장치 / DC 12V 1.5A 전용어댑터

학생용 모니터 생물현미경 AKS-RV(9인치-RS) 시리즈
MRS 82034
LED
NEW

ㆍ
ㆍ
ㆍ
ㆍ
ㆍ

초고화질 200만화소 CMOS 카메라 탑재
에너지 절전형 LED조명 / LCD모니터 적용
영상출력 단자를 연결하여 대형화면 출력 가능
다수의 학생이 조별 수업에 편리한 영상 현미경
인체공학적 디자인 적용으로 이동이 간편함.
AKS-400RV

AKS-600RV
AKS-1000RV
7" LCD 모니터 / 200만 CMOS 카메라
40~400X 이상
40~600X 이상
40~1000X 이상
4X, 10X, 40X
4X,20X,60X
4X,40X,100X
N.A. 1.25 아베콘덴서, 홍채조리개
내측경사회전식 3구 TYPE
라운드형메카니컬스테이지 : 140mm x 140mm (WxD)
미동, 조동손잡이 동일축, 텐션 조절손잡이
고휘도 백색 LED & 광량조절장치
USB, VIDEO(=CVBS)
1,320,000
1,430,000
1,540,000
AKS-400RS
AKS-600RS
AKS-1000RS
9" LCD 모니터 / 200만 CMOS 카메라
1,760,000
1,980,000
2,090,000

시청각

모델
헤드
최대 배율
대물 렌즈
콘덴서
리볼버
스테이지
초점조절
조명장치
외부출력
가격(원)
모델
헤드
가격(원)

학생용 멀티영상 현미경(생물) MST-A 시리즈
ㆍ
ㆍ
ㆍ
ㆍ
ㆍ
ㆍ

현미경

MRS 82041
국내 최초 학생용 멀티영상 생물 현미경.
고해상도(41만 화소수) 디지털 카메라와 7″LCD 모니터 그리고 생물 현미경 일체화.
다수의 학생이 모니터로 관찰이 용이함.
조명장치 부착 고휘도 LED 탑재.
접안렌즈 대신에 멀티영상으로 고배율 관찰시 최고의 선명도를 재현하여 관찰.
조동 및 미동 장치가 동일 축에 있어 조작 간편.

모 델
총배율
헤 드
접안렌즈
대물렌즈
리볼버 / 스테이지
조명장치 / 초점조절
신호방식 / 촬영소자
유효화소수 / 전원
모니터
소비자가격

MST-600A
600X

MST-900A
MST-1200A
MST-1500A
900X
1200X
1500X
41만 화소 CCD CAMERA 내장
15X 내장
15X 내장
20X 내장
15X 내장
Ach 4X,10X,40X(SP)
Ach 4X,20X,60X(SP)
Ach 4X,20X,60X(SP) Ach 4X,40X,100X(OIL)
3구 TYPE / Plan Stage : W115×D120(㎜)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및 광량 조절장치 / 미동/조동 동일축
NTSC방식 / 1/3인치 CCD (41만 화소수)
768(H)×494(V) / AC 200V 60Hz
7″TFT LCD MONITOR
1,320,000원
1,430,000원
1,540,000원
1,650,0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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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2018~2019

교사용 생물 삼안 USB현미경
MRS 82037 	���������������������������������������������������������������������������������������������������������������������������������������� 2,002,000원
LED
4구 대물랜즈
PC 연결

ㆍ
ㆍ
ㆍ
ㆍ
ㆍ

광시야 접안렌즈(W.F)와 DIN규격의 고해상도 접안/대물렌즈 채용으로 관찰 시 눈의 피로가 매우 적음
넓은 메카니컬 스테이지 시스템으로 시료 관찰이 용이 * 시료분석기능
백워드 방식의 고해상도 대물렌즈 채용으로 작업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배율의 선명한 관찰이 가능
최고의 정밀 포커싱 시스템과 인체공학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편안한 관찰이 가능
텐션조적장치로 세밀한 초점 조절이 가능 * 310만화소 COMS Type 카메라 부착형
모델
총배율
접안렌즈
대물렌즈
리볼버
헤드
조명방식
초점조절
디지털카메라
통신방식
이미지분석기능
영상저장방식
스테이지
콘덴서
악세서리
전원

메카니컬
스테이지

DBM-T1600
40X~1600X
WF10X, 16X
4X, 10X, S40X, S100X(Oil)
4구 리볼버, 볼베어링 방식
삼안헤드(30˚ 경사, 360˚ 회전), 안폭조절 : 55~75mm, 시도 조절장치
쾨일러 조명방식, LED 조명, 광량 조절장치
조동/미동 래크 & 피니언 방식, 미동감도 : 0.002mm 텐션 조절장치 부착
CMOS카메라, 310만 화소
USB 2.0
각도, 길이, 면적
화면캡쳐(BMP), 동영상(AVI), 화상 편집기능
사각 메카니컬 스테이지 : 140(W) x 140(D)mm, 이동면적 : 75(X) x 50(Y)mm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 필터홀더, 청색필터
설치 및 이미지분석CD 1, 캘리브레이션 마이크로메타 1, USB케이블 1
AC 220V

학생용 충전식 모니터형 생물 현미경 DBM 시리즈
MRS 74097
ㆍ
ㆍ
ㆍ
ㆍ
ㆍ

NEW
LED 충전식
4구 대물랜즈

시청각

학생용 모니터형 생물현미경
ㆍ 뛰어난 광학성능과 견고한 바디로 생물현미경의 표준모델
4구 리볼버 적용으로 4개의 대물렌즈를 장착, 다양한 배율 관찰 ㆍ 고휘도 LED 조명으로 발열 해결 및 소비전력 감소
최고급 포커싱 시스템과 광시야 접안렌즈
ㆍ 메카니컬스테이지 장착
11.6인치 1080P 해상도 모니터 장착
ㆍ 충전식 전원시스템
아베콘덴서(N.A 1.25), 조리개의 미세조정이 가능한 홍채조리개를 채용, 고배율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구현
모델
DBM-400TM
DBM-600TM
DBM-1000TM
총배율
40X~400X
40X~600X
40X~1000X
접안렌즈
SWF10X
10X(SWF),15X(WF)
SWF10X
대물렌즈
4X,10X,20X,S40X
4X,10X,S20X,S40X
4X,10X,S40X,S100X
조명방식
LED조명(광원 일체형), 광량 조절장치
리볼버
4구 리볼버
헤드
삼안헤드, 360˚ 회전, 알루미늄 합금 경통
모니터
11.6인치 LCD, 해상도 1080P
디지탈카메라
200만화소
초점조절
래크&피니언 방식,조동/미동 동일축, 텐션조절장치 부착
콘덴서
아베콘덴서(N,A 1.25), 홍채조리개, 백색필터
스테이지
메카니컬스테이지: 140×140mm, 이동범위: 75×50mm
충전사양
충전시간 : 3~4시간, 사용시간 : 약 50시간 사용
전원
AC 220V, 50~60Hz
가격
₩1,980,000
₩2,200,000
₩2,310,000

현미경

생물 위상차 멀티 영상현미경 PAR-U 시리즈
MRS 74098 	���������������������������������������������������������������������������������������������������������������������������������������� 2,002,000원
NEW

ㆍ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로 화질 이미지 구현의 TV와 PC용 멀티미디어 영상 현미경
ㆍ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로 야외 이동 및 보관시 안전하고 편리함
ㆍ 시료를 염색하지 않고 고성능 위상차 렌즈를 통하여 세균·혈구·구강균·석면 물품 등 투명한 시료를 생생하고 선명한 영상으로 관찰
ㆍ 노트북과 USB케이블 연결만으로도 별도의 전원 없이 야외에서 관찰
ㆍ 메카니컬 스테이지 기본 채용과 고해상도 무색수차렌즈 채용으로 정밀하고 명확한 살아 있는 시료를 관찰
모델명
헤 드
모니터
총합배율
대물렌즈
스테이지/초점조절
메카니칼
콘덴서/출력단자
악세사리
조명/전원
가 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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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U600

PAR-U600V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

7" TFT LCD모니터 일체형
600X (17" 모니터기준 4,322배 고화질)
Ach 4X, 10X, 고정밀위상차렌즈 Ph 40X(SP), 3구리볼버
Plan Stage : 125(W)㎜×130(D)㎜ / 조·미동 동일축 초점조절
상하구동, X축(50㎜) Y축(75㎜), L형 메카니컬 스테이지
고정밀 특수 위상차 콘덴서 / AV영상, USB단자
알루미늄케이스, AV & USB케이블, 프로그램
고효율 LED조명(USB 전원지원) / DC 12V 전용 어댑터
2,970,000
3,450,000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생물) : OSH-400CM, 600CM, 1000CM
MRS 87028
ㆍ 9인치 LCD 모니터를 통해 다수의 인원이 관찰 가능합니다.
ㆍ 간편하게 모니터 탈부착이 가능하여 사용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ㆍ 충전표시 램프가 있어 사용 및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모니터
총배율
대물렌즈
초점조절
조명장치
콘덴서
카메라
영상출력
가 격

ㆍ 자체 모니터관찰 및 카메라를 PC 및 모니터와 연결해 실시간 영상관찰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ㆍ 충전식 고휘도 백색 LED 조명으로 충전 후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USB와 Video 단자를 통해 PC와 모니터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SH-400CM

OSH-600CM
OSH-1000CM
9인치 LCD 모니터
40X∼400X
100X∼600X
100X∼1000X
Ach. 4X, 10X, 40X(S)
Ach. 10X, 40X(S), 60(S)X
Ach. 10X, 40X(S), 100X(S, Oil)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충전식 고휘도 LED조명, 충전배터리 내장, 충전표시 램프
아베콘덴서(N.A0.65), 5공 조리개
1/3인치 52만 화소 컬러 CCD 카메라
USB2.0, Video
1,650,000
1,760,000
1,980,000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생물) : OS-EX25T
MRS 74099 	�����������������������������������������������������������������������������������������������������������������������������������������1,980,000원
ㆍ 바디 일체형의 슬림디자인으로 제작하여 견고하며 안정적입니다.
ㆍ 3W LED 조명을 사용하여 고 배율에서도 밝은 시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해상도가 우수한 Achromat 렌즈를 사용하였습니다.
ㆍ 광시야 접안 렌즈(F.N.20mm)를 사용하여 넓은 시야로 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ㆍ 정밀한 일체형 메카니컬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시료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ㆍ 현미경 카메라를 장착하면 PC와 연결하여 고해상도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 델
총배율
접안렌즈
리볼버
대물렌즈
헤 드
조명장치
초점조절
스테이지
콘덴서
선택품목

OS-EX25T
40X~1500X
WF10X(F.N.18mm), WF15X(F.N.13mm)
4구 리볼버
Ach. 4X, 10X, 40X(S), 100X(S,Oil)
삼안헤드, 30˚경사, 360˚회전, 디옵터 조절, 안폭조절
3W LED 조명, 광량조절, 트랜스포머 내장
조동/미동 동축초점조절, 텐션 조절장치
143mmX133mm / 이동범위 : 75mmX50mm
아베콘덴서 N.A. 1.25, 홍채조리개
현미경 카메라, 카메라 어댑터

ㆍ
ㆍ
ㆍ
ㆍ

손쉬운 PC연결로 PC 모니터상에서 관찰 가능.
검사시료의 영상을 동영상으로 저장.
환경관리, 수질검사, 실험, 실습 관찰용으로 사용.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로 야외 사용시 안전하게 현미경 사용.
모

ㆍ 고휘도 LED로 선명한 조명 구현.
ㆍ 고해상도 무색수차 렌즈 사용.
ㆍ CMOS 200만화소 카메라 기본 장착.

델

MST-PCL2000A

총배율

40 ~ 1,500X

접안렌즈

WF 10X, 15X

대물렌즈

ACH 4X, 40X(SP), 100X

헤

드

이안

스테이지

Plan stage : W118 X D128㎜, Stage 상하 스토퍼 장착

조명장치

고휘도 백색 LED
3구 Type

초점조절

미동/조동 동일축

카메라

CMOS 200만화소

교사용 멀티영상 현미경(생물/7인치 모니터형) MST-M1500A
MRS 82042 	���������������������������������������������������������������������������������������������������������������������������������������� 2,860,000원
ㆍ 국내 교육용 멀티영상 생물 현미경.
ㆍ 조명장치 고휘도 LED 탑재.
ㆍ 컴퓨터, 노트북 및 USB 간편하게 연결.
ㆍ 접안렌즈 대신에 멀티영상으로 고배율 관찰시 최고의 선명도를 재현하여 관찰.
ㆍ 고해상도(41만 화소수) 디지털 카메라와 7″LCD 그리고 생물 현미경 현미경 일체화.
모

델

MST-M1500A
40~1500X

신호방식

NTSC방식

삼안, 30。경사, 안폭조절(55~75㎜), 양안시도장치(±5
DIOPTER), CCD CAMERA 내장

촬영소자

1/3인치 CCD (41만 화소수)

접안렌즈

DIN HWF 10X, 15X

최저파사체조도

2Lux

대물렌즈

DIN 4X, 10X, 40X(SP), 100X(OIL, SP)

유효화소수

768(H)×494(V)

콘덴서

아베콘덴서(N.A 1.25), 필터홀더, 홍채조리개

리볼버

4구 TYPE

헤

드

전

원

소프트웨어

AC 200V 60Hz
USB 2.0 & DVD plus 3.0

스테이지

W140×D160(㎜) 동일축 스테이지, Stage상·하 스토퍼 장착

모니터

7″TFT LCD MONITOR

조명장치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 및 광량 조절장치

액세서리

정전압 DC 어댑터, 영상케이블, USB 케이블, Immersion oil

초점조절

미동/조동 동일축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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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리볼버

총배율

시청각

멀티영상 현미경(생물 PC용) MST-PCL2000A
MRS 82040 	���������������������������������������������������������������������������������������������������������������������������������������� 2,420,000원

시청각

2018~2019

영상 실체현미경 AKS-HS350
MRS 74100 	����������������������������������������������������������������������������������������������������������������������������������������� 1,760,000원
ㆍ 10.1형 IPS LCD 패널 적용_뛰어난 시야각과 색상표현
ㆍ 20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 장착
모델명

AKS-HS350

최대 배율

12 ~ 86X (10.1형 모니터 기준)

헤드

10.1형 IPS Display (HDMI입력) / 1/3" 200만 화소 CMOS 카메라

접안렌즈

어댑터 렌즈 0.4X

대물렌즈

Zooming 0.7X ~ 5X

초점 조절

조동 손잡이, 카메라 초점조절 손잡이

조명 장치

고휘도 백색 LED 조명, 광량 조절 장치

영상출력

USB, HDMI(10.1인치 모니터 기본연결)

학생용 멀티영상 현미경(실체) MST-A 시리즈
MRS 82061
ㆍ 국내 최초 학생용 멀티영상 실체 현미경.
ㆍ 고해상도(41만 화소수) 디지털 카메라와 7″LCD 모니터 그리고 실체 현미경 일체화.
ㆍ 다수의 학생이 모니터로 관찰이 용이함.
모 델
총배율
대물렌즈
헤 드
스테이지
조명장치
초점조절
신호방식
촬영소자
최저파사체조도
유효화소수
전 원
모니터
옵 션
가격

ㆍ 조동 장치가 있어 조작 간편.
ㆍ 접안렌즈 대신에 멀티영상으로 고배율 관찰시 최고의 선명도를 재현하여 관찰.
ㆍ 조명장치 부착 고휘도 LED 탑재.
MST-40A
40X

MST-60A
60X
2X, 4X
41만 화소 CCD CAMERA 내장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상)
레크피니언 식
NTSC방식
1/3인치 CCD (41만 화소수)
2Lux(F1.2, 3200K)
768(H)×494(V)
AC 200V 60Hz
7″TFT LCD MONITOR
보조렌즈 2X

₩1,320,000

₩1,430,000

시청각

멀티영상 현미경(실체 PC용) MST-PCL2100A
MRS 82059 	����������������������������������������������������������������������������������������������������������������������������������������� 1,760,000원
ㆍ 손쉬운 PC연결로 PC 모니터상에서 관찰 가능.
ㆍ 검사시료의 영상을 동영상으로 저장.
ㆍ 고해상도 무색수차 렌즈사용.
모

델

ㆍ 고휘도 LED로 선명한 조명 구현.
ㆍ CMOS 200만화소 카메라 기본장착.
MST-PCL2100A

총배율

20~40X

접안렌즈

HWF 10X

대물렌즈
헤

2X, 4X

드

쌍안 45。

스테이지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현미경

조명장치

고휘도 백색 LED

카메라

CMOS 200만화소

교사용 멀티영상 현미경(실체) MST-M300A
MRS 82062 	�����������������������������������������������������������������������������������������������������������������������������������������2,750,000원
ㆍ 국내 최초 교사용 멀티영상 실체 현미경.
ㆍ 고해상도(41만 화소수) 디지털 카메라와 7″LCD 그리고 실체 현미경 일체화.
ㆍ 광시야 접안렌즈 및 디지털카메라로 실험 실습 관찰용으로 최적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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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컴퓨터와 USB 케이블 간편하게 연결.
ㆍ 컴퓨터, 노트북 및 USB 케이블 간편하게 연결하여 저장.
ㆍ 조명은 고휘도 LED 조명 사용.

모 델
총배율
헤 드
접안렌즈
대물렌즈
스테이지
조명장치

7~45X
삼안, 45。경사, 회전형
WF 10X
ZOOMING 0.7~4.5X
유백색 아크릴 스테이지
초고휘도 WHITE LED 램프(상·하)

MST-M300A
촬영소자
최저파사체조도
유효화소수
전 원
모니터
옵
션

초점조절

레크피니언 식 (초점거리 90㎜)

액세서리

신호방식

NTSC방식

1/3인치 CCD (41만 화소수)
2Lux
768(H)×494(V)
DC 12V 60Hz
7″TFT LCD MONITOR
WF 15X, 실체용 메카니컬 보조렌즈 2X
A/V 케이블, USB 케이블, USB 설치 CD,
전원케이블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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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멀티 영상현미경 (고급형)
MRS 74101 	���������������������������������������������������������������������������������������������������������������������������������������� 2,420,000원
NEW
전자칠판
컴퓨터 연결

ㆍ AV 및 USB 출력 단자를 이용하며 스크린과 전자칠판, TV 등에서 대형화면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관찰
ㆍ 고해상도 1/3" CCD카메라 7" TFT LCD모니터 기본장착으로 접안렌즈부를 보지않고 초점조절과 다수의 관찰 가능한 고기능성 제품
ㆍ 광량조절이 되는 고효율의 LED낙사 및 투과(상하부)조명으로 선명한 영상 구현 ㆍ 7~45X의 강력한 줌배율 변환과 초광시야 렌즈채용으로 편안하고 넓은 관찰

모델명
헤 드
모니터
카메라부/총배율
대물렌즈/접안렌즈
스테이지/출력단자
악세사리
조명/전원

PAR-UZ45V
45˚경사, 360˚회전, 안폭조절장치(52〜75㎜) /
7" TFT LCD모니터 일체형
1/3" CCD카메라(51만 화소), Auto/Manual / Zoom 7〜45X
Zoom 0.7X〜4.5X / WF 10X (초광시야 렌즈)
광폭 반영구 백색아크릴 스테이지 / AV영상, USB 출력단자
AL케이스, AV케이블, USB케이블, 유백색 아크릴스테이지, 이미지 측정
고휘도 LED조명 / DC 12V 1.5A 전용어댑터

마이크로 USB 현미경 MST-800A
MRS 74102 	��������������������������������������������������������������������������������������������������������������������������������������������� 275,000원
LED광량 조절기

ㆍ
ㆍ
ㆍ
ㆍ

고성능 간단한 조작만으로 컴퓨터에 연결만하면 바로 나오는 USB 현미경.
다이케스팅 스탠드식으로 기어·상하 정밀 조절식.
ㆍ 컴퓨터 및 노트북에 연결하여 간단하게 해부 관찰 가능.
스탠드에 고정시켜 초점·거리조절이 편리.
ㆍ 멀티 영상 USB현미경.
LED광량 조절 장치 부착식.
ㆍ 최고 800배.
모

델

MST-800A

재

질

ABS PVC, 철, USB 현미경

배

율

40~800×

규

격

200×140×170㎜

가격(원)

275,000원

LED광량 조절기

ㆍ
ㆍ
ㆍ
ㆍ

멀티 영상 USB현미경.
다이케스팅 스탠드식으로 기어·상하 정밀 조절식.
컴퓨터 및 노트북에 연결하여 간단하게 해부 관찰 가능.
스탠드에 고정시켜 초점·거리조절이 편리함.
모

델

MST-500A

배

율

10X ~ 500X

용

도

사진캡쳐, 해부·관찰용, 화상기 용도
스탠드 : 150×175×210㎜, USB : 130×33(외경)

멀티영상 USB현미경(충전식, MST-600A)
MRS 74103 	�������������������������������������������������������������������������������������������������������������������������������������������� 385,000원

비디오/카메라/재생

페이지 업 줌
페이지 다운 줌

시스템 키 프로그래밍

전원

확인 키/카메라 버튼
피사체 거리 조정

ㆍ 멀티영상USB현미경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컴퓨터 및 AC 220V
60Hz에 연결하여 생물·실체 해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ㆍ 다이케스팅, 스탠드식으로 기어 상하 정밀조절식입니다.
ㆍ 스탠드에 고정시켜 초점, 거리조절, 컴퓨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ㆍ 멀티영상USB현미경 600X. LED 광량 조절장치 부착.
ㆍ 모니터 일체형입니다.
모
규

델

MST-600A

격

스탠드 150×175×210㎜, LCD모니터
120×100×2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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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규 격

시청각

멀티 영상 USB 현미경 MST-500A
MRS 82039 	�������������������������������������������������������������������������������������������������������������������������������������������� 385,000원

시청각

2018~2019

휴대용 스마트폰 현미경 촬영장치 MST-SM-600BA
MRS 82048
ㆍ 패드형 스마트폰 현미경 촬영장치입니다.
ㆍ 스마트폰 하나로 학교, 연구소, 야외, 집에서 연구적으로
촬영, 저장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용이합니다.
ㆍ 스마트폰에 저장 한 것을 PC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ㆍ ZOOM기능.
ㆍ 실체현미경은 어댑터 장착 후 연결합니다.
※ 현미경 별도

패드형 스마트폰

실체
현미경에
장착

생물
현미경에
장착

어댑터

생물
현미경에
장착

모 델
A형
B형
패드형몸체 95×165×6㎜ 100×190×6㎜
패드형렌즈
Ø40×45㎜
가격
242,000원
264,000원

실체사용시
어댑터를 삽입합니다.

휴대용 스마트폰 현미경(생물·실체 겸용) MST-SM-500BA
MRS 82047 	����������������������������������������������������������������������A형 가격 : 484,000원, B형 가격 : 495,000원
생물
현미경에
장착

실체
현미경에
장착

ㆍ 패
 드형 스마트폰 현미경(생물·실체 겸용)입니다.
ㆍ 스마트폰 현미경(생물·실체 겸용)은 야외, 집에서
촬영하기에 용이합니다.
ㆍ ZOOM기능.
ㆍ 실체현미경은 어댑터 장착 후 연결합니다.
※ 현미경 포함

편광
현미경에
장착

생물
현미경에
장착

모 델
패드형몸체
패드형렌즈
현미경
생물
실체
조명
전원



A형
B형
95×165×6㎜
100×190×6㎜
Ø40×45㎜
210×170×350㎜
200X
30X, 40X
LED 전구
DC 건전지 AAM 3V

시청각

현미경용 스마트폰 어댑터
MRS 74104 	�������������������������������������������������������������������������������������������������������������������������������������������� 220,000원
ㆍ
ㆍ

생물및 실체, 편광 현미경 경통에 간편 장착가능
자석받침으로 모든 스마트폰에 사용 가능

ㆍ
ㆍ

높이 조절기능
알루미늄 재질로 견고하게 사용 가능

모델명

OS-SMART

규격

100mm x 190mm x 5mm (가로 x 세로 x 폭 )

재질

알루미늄, 고강도 플라스틱

부속품

접안렌즈 10X 포함

현미경

생물 현미경 및 도구세트
MRS 82096 	����������������������������������������������������������������������������������������������������������������������������������������������110,000원
모델명

T1200

총배율

40x~1200x

접안렌즈

10x

대물렌즈

120x

반사거울

Ø30mm

조절범위

17mm

스테이지

사각 70x65mm

보관상자

견고한 플라스틱 운반용 가방
채집병 4개, 스포이드, 해부기칼, 부삽칼, 봉, 확대경, 시험관, 핀셋, 샤레, 예비등, 표본절편 5개,
프레파라트 18편, 기록용 스티커 18장, 커버그라스 36편, 붉은 염색병, 푸른 염색병

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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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휴대용 현미경(고배율)
MRS 87039 	���������������������������������������������������������������������������������������������������������������������������������������������242,000원
•휴대성, 이동성, 편의성, 배율 up, 가격, 무게 down, 스마트폰에서 바로 본다~사진 및 동영상촬용
•SNS로전송가능, 고배율, 저렴한 가격.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에 앱(안드로이드용)을 설치한후 가볍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의 화면으로 생생한 화질 구현이 가능하고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이나 각종 SNS에 바로 전송 가능						
•간단한 휠조작으로 고배율/저배율 관찰을 편리하게					
•최처10~최대 500X 확대 가능						
•고품지렌즈 ,센서, 조명적용으로 선명하고 뛰어난 화질, 맞춤형 특수렌즈와 고성능센서 적용 및 안
정적인 LED채용									
길이
지름
배율범위

휴대형 현미경(3구LED)
MRS 87040 .............. 14,300원

현미경 조명장치(LED)-일반형
MRS 83026 ............. 77,000원

현미경 조명장치(LED)-충전형
MRS 83014 .............88,000원

현미경 조명장치는 반사경 대신에 사용하는
LED 조명장치입니다. 자연 조명이 없는 환경
에서 반사경을 대신해 사용합니다.

기존 현미경조명장치(LED)방식의 번거로운
선을 단시간에 충전하여 코드선 필요없이 사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규격

전원 AC220V, 60HZ, 20W
620 x 150 x 150mm

100%충전시 약 60분소요
충전중 적색, 충전완료시 녹색LED빛
최초의 80%(조도)로 약 10시간 이용이
가능

현미경 조명장치(일반형)
MRS 83016 .............................................77,000원

현미경등의 투과조명으로 사용되고 3W급의 POWER LED가 내장되어 순백색의 밝고 색수
차 없는 빛을 공급합니다. 광량이 조절되고 광원의 각도조절이 자유롭습니다.
용도
전원

현미경 조명, 일반 포커스 조명,
AC220V, 출력 3W (White)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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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구

현미경 조명장치(단체형)
MRS 83015 ...........................................110,000원

충전
시간
사용
시간

시청각

손쉽게 60배율로 확대시켜 볼 수 있는 미니
사이즈형 현미경입니다. 3개의 LED전구로 어
두운곳에서도 선명하게 물체를 관찰할 수 있
습니다. 손바닥에 들어 오는 크기. 작음

112MM(케이블길이/거치대제외)
33MM(케이블길이/거치대제외)
10~500배

시청각

2018~2019

CCD 카메라(USB)
TISC 83009 .......... 550,000원

CCD 카메라(파이프)
TISC 83010 	��������������������������������������������������������������������������� 660,000원
<사용 예>

광학시스템
화소
구분율
범위
정률
연결방식
출력설비

실거리 18mm
30~130만 화소
640x180
72Db 아성
320x240에서 30 프레임/초,
640x480에서 10~15 프레임/초
USB 연결방식
컴퓨터

CCD 고체촬영소자
주사 주파수
수평해상도
촬영소자
영상출력
최저파사체조도
유효화소수
화이트 밸런스
주사방식
전자셔터속도

간이현미경 세트
MRS 83003 .............. 77,000원

시청각

초등용으로 학습에 용이한 간이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규격

41만 화소
15.734Khz(H), 59.94Khz(V)
오토아이리스 첨단기능 내장
450TV Lines
NTSC방식 3/1인치 CCD(41만 화소)
VBS 1.0 Vp-p/S-VHS
2Lus(F1.2, 3200K)
768(H) x 494(V)mm
Auto/Manual
52lines 2:1 Inter Lace
1/60~1/10,000

접안 마이크로 메타 세트
MRS 83004 .............66,000원

접안·대물 마이크로메타

현미경 마이크로미터
MRS 64016 .............66,000원

규격

접안용 0.1~10mm 대물용
0.01~1mm 2종 1조

대안렌즈 10x, 대물렌즈 2x(4x),
총배율 20x(40x)

대물렌즈
MRS 83002
보조용구

DIN 4X
고급 생물현미경용

DIN 10X
고급 생물현미경용

DIN 40X
고급 생물현미경용

DIN 100X
고급 생물현미경용

JIS 4X
생물현미경용

JIS 10X
생물현미경용

JIS 20X
생물현미경용

JIS 40X
생물현미경용

JIS 60X
생물현미경용

JIS 100X
생물현미경용

￦ 55,000

￦ 88,000

￦ 143,000

￦ 242,000

￦ 66,000

￦ 66,000

￦ 88,000

￦ 110,000

￦ 165,000

￦ 220,000

접안렌즈

메카니칼 스테이지

MRS 83001

HWF10X (DIN)
WF15X (DIN)
WF10X (JIS)
고급 쌍안 생물현미경용 고급 쌍안 생물현미경용 단안 생물현미경용
￦ 60,500
￦ 59,400
￦ 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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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83007

WF15X (JIS)
단안 생물현미경용
￦ 51,700

WF20X (JIS)
단안 생물현미경용
￦ 66,000

WF10X
실체현미경용
￦ 132,000

WF15X
실체현미경용
￦ 110,000

WF20X
실체현미경용
￦ 110,000

OT-M-A
생물현미경용
가격：165,000원

OT-M-B
생물현미경용
가격：132,0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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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LED)세트
MRS 83019 .......... 550,000원

유선스위치 사용으로 신호조작이 용이합니다.
구성
규격

보행자신호등(LED)
MRS 83018 .......... 440,000원

유선스위치 사용으로 신호조작이 용이합니다.

차량용, 보행자용
높이 170cm

규격

높이 170cm

자석식 교통표지판(30종)
MRS 83022 .............99,000원

숙지하여야 할 표지판 30종을 선정하여 자석
식으로 제작합니다.
규격

무선스피커(NFC형)
MRS 87042 ............................................ 55,000원

50 x 50mm

렌즈청소펜
MRS 33233 ............................................. 11,000원

•마법의 부스트 스피커를 재생하
는 무선 음악
•놀라운 모바일 기기의 사운드를 증폭
•자동으로 ON / OFF를 설정, 에
너지 절약		
•충전식 리튬 배터리 내장
•아이폰, 삼성스마트 폰, MP3,
MP4등 기기와 무선으로 호환하
여 사운드를
증폭해 줍니다.

구성

267g
127 X 90 X 80mm
본체,
USB케이블,설명서(영문)

현미경 디지털 카메라 OS-CM500N
MRS 87033 .......... 990,000원

시청각

중량
크기

세척제가 필요없는 광학렌즈 전용 브러쉬 펜
길이
무게

현미경 디지털 카메라 OS-CM320
MRS 87034 .......1,430,000원

11.7㎝
18g

접안용 디지털 카메라
MRS 87035 .......... 396,000원
기타

ㆍ1/2인치 대형 CMOS 센서가 장착된 고급형 현미경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ㆍ300만 화소의 센서가 2048X1536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ㆍ500만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입니다.
ㆍ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현미경 전용 디지털 카메라 입니다.
모 델
센 서
해상도
출 력
부속품

OS-CM500N
1/2.5 인치 Color CMOS
500만화소 (해상도 : 2592*1944)
USB 2.0
USB케이블, 프로그램 CD, 사용설명서

ㆍ1/2인치 센서를 통해 풍부한 컬러 및 세밀한 구조를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모 델
센 서
화이트 밸런스
컬러 및 노출
해상도
출 력
부속품

OS-CM320
1/2인치 300만화소 컬러 CMOS
자동/수동 겸용
자동/수동 겸용
2048X1536
USB2.0
USB케이블, 프로그램 CD, 사용설명서

ㆍ별도의 카메라 어댑터 없이 접안 경통에 직접 연결하

여 사용합니다.
ㆍ500만 화소의 고해상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모 델
센 서
화이트 밸런스
컬러 및 노출
출 력
가 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OS-CM50
1/2.5” 500만화소 컬러 CMOS
자동
자동
USB2.0
396,000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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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2018~2019

3D 프린터
MRS 74105
ㆍ 분리가능한 플렉시블 히팅베드 채택 (특허)
ㆍ ABS, PLA, PVA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출력
모델명
프린트방식
조형물크기
인쇄속도
인터페이스
필라멘트 직경
적층(layer) 두께
적용 소재
전원
제품크기
무게
편의 기능
가격
옵션

ㆍ 빠른 출력속도, 미세한 적층두께, 큰 출력물을 위한 넓은 공간
ㆍ 소재 잔류량 센서를 적용하여 원활한 소재공급 지원
DW-200D (3D 프린터)
DW-300D (3D 프린터)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 Thermoplastic extrusion / coreXY mechanism
203(x) X 203(y) X 203(z)mm
303(x) X 303(y) X 303(z)mm
최대 300 mm/sec
USB, SD-CARD(32G지원-FAT32)
1.75 mm
0.01 - 0.3 mm
ABS, PLA, PVA, PCL, HDPE, PP, PMMA
ABS, PLA, PVA, PCL, HDPE, PP, PMMA, Flexible
AC220V , 50/60 Hz
343 x 372 x 530mm
450 x 520 x 660mm
15kg
37kg
Auto Leveling /긴급정지 버튼/ 필라멘트잔량체크센서 / 분리 가능한 Flexible Heating Bed
₩2,730,000
₩4,950,000
PLA 소재 : \55,000 (롤/1kg)

밀폐시약장
MRS 74106

[ADC-700]

[ADC-1000]

[ADC-1200]

[ADC-1200D]

ㆍ DUCT 타입의 배기식 환기 시스템
ㆍ 자석식 밀폐형 도어 적용
ㆍ 분체도장으로 스크래치와 부식에 강하고 레일적용으로 편리한 선반(ADC-1000 제외)
모델명

ADC-700
"700(W) X 650(D) X 1850(H),
±10mm(캐스터제외), [단문형]"

"크기(캐스터 높이별도)"

시청각

재질
Door
Filter
Fan
손잡이
Caster
정격전압
선반
"자동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STEEL(분체도장) 및 밀폐형 단문도어, 복층유리
프리필터 1개
강력한 외부 배출팬 1개

슬라이드 레일선반적용
-

가격(원)

2,490,000

ADC-1000

ADC-1200

ADC-1200D

"1220(W) X 650(D) X 1850(H)±50mm(캐스터제외), [양문형]"
STEEL(분체도장)
STEEL(분체도장) 및 밀폐형 양문도어, 복층유리
프리필터 2개
강력한 외부 배출팬 2개
잠금장치겸용손잡이
캐스터, 고정장치
AC220V/60HZ
선반 적용
슬라이드 레일선반적용
"시간설정 및 간단한 조작방법, 버튼식 스위치 적용"
"10.1인치 디스플레이, 장착(MSDS용)"

3,980,000

4,700,000

4,960,000

초음파세척기(AJ)
기타

MRS 74107
ㆍ 초음파를 통한 현미경 렌즈세척 및 실험유리기구 세척
ㆍ 마이콤 제어방식으로 타이머, 출력, 온도조절을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ㆍ 공업용 BLT 진동자 사용으로 강력한 파워 및 내구성 향상

AJC-4020

[AJ-C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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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세척용량
"외형크기
(WxDxH)"
세척온도
세척시간
진동소자
사용전원
초음파주파수
초음파출력
무게
재질
가격(원)

AJC-2010
10 리터

AJC-4020
20 리터

AJ-C300
26 리터

490 X 368 X 297

721 X 451 X 297

570 X 365 X 375

200W
11Kg
965,000

상온~70도
0~99Min
ULTRA BLT Type
AC 100V/50Hz, 220V/60Hz
40KHz
400W
17Kg
ABS/PBT
1,585,000

500W
25Kg
SUS304/STEEL
2,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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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KT 과녁에어로켓 발사대-4(대회용)
MRS 74216 	�������������������������������������������������������������������������������������������������������������������������������������������� 396,000원

경진대회용 발사대및 로켓으로 전원없이 야외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며 간편한 로켓장착과 획기적인 발사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생혼자서도 설치 및 발사가 가능하며 자기주도적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의사항
1. 넓고 안전한 곳에 발사대를 설치하며 발사장 주변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된 상황에서 발사하여 주세요.
2. 차도나 사람이 많은곳, 건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발사하지않습니다.
3. 사람이나 동물을 향하여 발사하지 않습니다.
4. 과도한 공기압이 주입되면 발사시 호스가 이탈되게 되어있습니다.
(필요이상의 공기주입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T 과녁에어로켓 발사대-3(대회용)
MRS 91003 	������������������������������������������������������������������������������������������������������������������������������������������� 440,000원

<안전 콘트롤 장치>

<반사각도조절>

<좌우 방향회전>

<각도조절 조준기>

스테인리스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에어로켓으로 과녁 맞추기 대회를 할 수 있는 발사대입니다.

규격

220 x 320 x 460(1,200)mm, 스테인리스

파워 디럭스 알콜로켓 발사대
MRS 96000 ........................................ 143,000원

슈팅거 에어로켓 세트
MRS 91039 ........................................... 16,500원

규격

로켓 1EA, 알콜주입 주사기 1EA

로켓 5 EA, 주사기 1 EA, 별도 판매 가능 - 16,500원

로켓

알코올을 점화하여 발사가 되
는 로켓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포물선 운동, 반사각과
운동거리 관계를 이해하는 로
켓 발사대. 알코올과 점화 장치
인 압전기를 사용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알코올의 양을 조
절하여 발사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발사대가 경량이라 사용
이 편리합니다
주의 :
많은 양의 알코올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서 꼭 참조)

발명영재

ㆍ 획기적인 발사 각도 개선
- 발사각도를 0°~90°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
- 수평계를 이용 발사대의 수평 조절이 용이
- 좌우 방향회전이 가능하므로 발사가 더욱 편리

발사 펌프에서 발생된 압축된 공기가 발사관을 통해 로켓을 밀어내는
힘으로 발사 됩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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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KT-에어로켓 발사대
MRS 91009 ...........396,000원

2018~2019
에어로켓 발사대
MRS 91015 .......... 165,000원

KT 과녁 에어로켓 발사대-알파(대회용)
MRS 91040 ........... 88,000원

원터치 발사 시스템

원터치 버튼식 스위치로 발사(200V 전원)가
가능하며 휴대용 전동펌프, 공업용 콤퓨레샤
겸용으로 공기 주입이 가능합니다. 스테인리
스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축
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낙하산 에어로켓은 별도 구매
규격

스텐과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된 발사대는 안
정된 좌대 다리 받침대와 로켓발사관 지지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수직발사
도 가능합니다.
※ 에어펌프 별매 : 24,200원

200 x 150 x 800mm,
스테인리스

과녁 펌프 에어로켓 발사대(대회용)
MRS 91041 .............. 13,200원

물로켓 발사대(신형 파워맥스)
MRS 91016 ......... 308,000원

·원터치 발사 시스템 :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버튼식 발사 (야외행사 적합)
·설정된 압력을 정확히 주입 : 발 펌프를 이
용한 정확한 공기주입
(5~6회 정도 밟아서)
·발사각도 조절(0도~90도)
·낙하산 로켓 발사대 겸용 (발사각도 90도 설정)
·전원없이 야외에서 간단히 발사
·자주 주도적인 로켓 발사 시스템-간단한 공기주
입 장치와 원터치 발사 시스템
규격
구성

300 x 540mm
발사대 1대, 에어로켓 1세트

물로켓 발사대(파워맥스)
MRS 91014 .......... 165,000원

발명영재
로켓

경진대회용 발사대 및 로켓
세계 최초의 과녁 에어로켓 발사대!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없는 로켓 및 발사대
·자유로운 각도조절 장치(0도~90도)
·고급 연질의 압축 펌프
·반영구적 사용가능
규격
구성

489

330 x 250 x 620mm, 물먹지 않는
PP보관상자 포함
발사대, 노즐1개, 날개, 탄두(발펌프
별매)

지지대를 통철판으로 제작, 상하조절기능 및
좌우조절기능으로 물로켓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에어를 100pcs 최대치까지 넣
을 수 있어 로켓의 최대 발사거리를 자랑하는
초강력 발사대입니다.

무노즐 시스템 개발로 노즐없이 물로켓 발사,
특수 알루미늄과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로 제
작, 에어를 100pcs 최대치까지 넣을 수 있어
로켓의 최대 발사거리를 자랑하는 초강력 발
사대입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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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물로켓 발사대
MRS 91002 	������������������������������������������������������������������������������������������������������������������������������������������� 363,000원
ㆍ 혁신적 : 공기압축을 하지 않음으로 펌프가 전혀 필요 없음. 생
수병을 사용할 만큼 모든 페트병으로 제작 가능
ㆍ 편리성 : 장치를 펴고 접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고 로켓의 장착과
발사 또한 쉽게 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기 편리
ㆍ 안전성 : 사용하는 부탄가스는 일정 혼합범위 내에서만 연소되
고 오히려 과도한 혼합가스 상태는 불발 되므로 안전
ㆍ 과학적 : 작용과 반작용, 연소, 열, 전기, 기계, 비행원리 등 다양
한 원리를 재미있게 체험
ㆍ 경제성 : 휴대용 부탄가스 1캔으로 1,000회 이상 로켓발사 가능
구성

삼각대, 점화유닛, 경사대, 연료 주입기, 조립볼트,
수평레벨기, 받침 피스, 전원, 가이드, 조준봉, 가방
(물로켓 별매)

아폴로 물로켓 발사대(전기식)
MRS 91012 	������������������������������������������������������������������������������������������������������������������������������������������� 297,000원
ㆍ 조작이 간단하여 누구라도 사용 가능하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
작되어 녹이 슬지 않음
ㆍ 발사 각도 및 가늠자 조절을 쉽게 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명
중도가 뛰어남
ㆍ 수평계와 수평조절 볼트가 장착되어 맞추기가 편리
ㆍ 가방으로 포장되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ㆍ 공기 주입구와 발사수위치가 분리되어 전기식으로 작동되기 때
문에 수동 및 압축공기를 이용한기존 제품들의 고장 및 자동발
사나 발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전혀 없음
[주의사항] 물 로켓 낙하 예상지점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발사(안전사고 대비 요망)

실용신안출원번호 20-2007-1900
의장등록출원번호 30-2007-4733

규격

물로켓 발사대(파워디럭스 매니아)
MRS 91007 ....................................... 440,000원

발사대 길이-세웠을 때 350mm, 눕혔을 때 600mm,
발사대 높이-세웠을 때 600mm, 눕혔을 때 200mm, 폭 220mm

교육용 수소로켓
MRS 95002

좌우
이동
눈금

A형

장착시 안정
지지대

<물로켓 장착 요령>
상하·좌우각도조절, 발사가늠자 부착, 물로켓 장착 시 발사대 기울임장치, 압력계 부착, PP보관상자
500 x 230 x 400mm, 무노즐

B형

C형

새롭게 개발된 하이드로워터로켓은 9V 건전지로 간단하게 수소와 산소를 포집하
고 포집된 두 기체를 사용하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실험키트입니다.
학생들은 물이 전기분해 되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과학적 원리를 실험
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물을 통한 수소 에너지는 환경오염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즉 이론이 실험으로, 실험이 실생활에 응용되는 하이드로워터로
켓은 오늘날 과학계의 화두인 STEAM교육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교육용 수소로켓 A형
교육용 수소로켓 B형
교육용 수소로켓 C형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원)
33,000
26,400
19,800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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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 가늠자

규격

발명영재

특허등록

상하 각도
조절 눈금

발명영재

2018~2019

2in1에어로켓
MRS 74217 ............... 7,700원

에어로켓(페트병용)
MRS 74218 .............. 6,600원

펌프에어로켓만들기(5인용)
MRS 74219 ............ 11,000원

뉴턴의 작용과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에어
로켓은 공기가 기압차에 따라서 부피가 줄어
들고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 내부의 압력으로
발사되는것입니다.

뉴턴의 작용과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에어
로켓은 공기가 기압차에 따라서 부피가 줄어
들고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 내부의 압력으로
발사되는것입니다.

에어로켓몸체(스포이드와빨대이용)와 펌프를
연결한 후, 펌프를 눌러주면 순간 생기는 공
기의 압력이 로켓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여 에
어로켓이 발사됩니다.

구성

발사관, 추진관, 스티커, 테이프, 발펌프,
연결관(3가지), 선단, 연결호스

펌프에어로켓만들기3(5인용)
MRS 74220 ............. 11,000원

에어로켓몸체(스포이드와빨대이용)와 펌프를
연결한 후, 펌프를 눌러주면 순간 생기는 공
기의 압력이 로켓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여 에
어로켓이 발사됩니다.

발명영재

구성

에어로켓스티커, 미니펌프, 스포이드,
빨대, 테이프, 고무마개, 설명서

점프 에어로켓
MRS 96007 ................ 4,840원

구성

발사관, 추진관, 스티커, 테이프,
연결관(3가지), 선단, 연결호스

과녁펌프에어로켓발사대-2
MRS 74221 ............ 11,000원

경진대회용 발사대 및 로켓
세계 최초의 과녁 에어로켓 발사대!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없는 로켓 및 발사대
·자유로운 각도조절 장치(0도~90도)
·고급 연질의 압축 펌프
·반영구적 사용가능
규격

330 x 250 x 620mm, 물먹지 않는 PP보관상자 포함

구성

발사대, 노즐1개, 날개, 탄두(발펌프 별매)

점프 에어로켓 발사대
MRS 96008 ............... 9,900원

구성

에어로켓스티커, 미니펌프, 스포이드,
빨대, 테이프, 고무마개, 설명서

우주왕복선 에어로켓(5인용)
MRS 74222 ............ 17,600원

에어로켓몸체(우주왕복선)와 펌프를 연결한
후, 펌프를 눌러주면 순간 생기는 공기의 압
력이 로켓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여 우주왕복
선이 발사됩니다.
구성

우주왕복선도안, 발사대도안, 빨대,
스포이드, 펌프, 테이프(2가지), 설명서

KT낙하산 에어로켓(과발연대회로켓)
MRS 96009 ........각 13,200원

로켓

150mm이상을 수직
상승하여 낙하산을
펼치며 안전하게 낙
하합니다. 한번 발사
한 로켓을 계속적으
로 발사할 수 있습니
다.

점프 에어 로켓을 발사하실 때는 점프에어 로켓/발사대 가 꼭 필요합니다.
규격

￠23x300mm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낙하산 로켓! 점프 에어로켓으로 신나게 로켓을 발
사하고 낙하산 펼치는 원리를 탐구하여 봅시다..
규격

491

￠300x180x450mm

옵션

대회용-파란 날개, 일반용-주황 날개

규격

￠32x850mm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물로켓 공기자동주입장치
................... 충전식 가격 495,000원
MRS 91017 ...................
전기식 가격 484,000원

UB 알콜로켓
MRS 96001 ............................................ 12,100원

알코올을 뿌려주고 연결 시켜주면 증발 된 알콜기체가 알콜로켓에 가득
차게 되고 압전기로 점화를 시키면 로켓 속의 알코올이 폭발하면서 공
기가 팽창하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로켓이 날아 올라가게 된다.
※ 별도 구매 : 알콜로켓 연료 (알코올)
구성품

알콜로켓 틀 재료 6개, 알콜로켓 날개 재료, 나사, 전선, 압전기,
고무마개, 점화기 나사 2개, 알콜로켓 고정 마개, 알콜로켓 탄두,
양면 테이프

발로 밟는 에어로켓
MRS 91032 ............... 7,700원

알코올 로켓 발사대
MRS 91033 ............ 13,200원

에어로켓 발사대에 장착하여 발사, 낙하산으
로 안전하게 착지하는 로켓입니다.(반복사용)

페트병을 이용하여 발로 밟는 로켓! 멀리 쏘
기, 과녁 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으
며, 야외 활동의 최대 인기품목입니다.
(※ 페트병 별매)

기화된 상태에서 압전을 이용하여 폭발시켜
폭발 압력으로 로켓이 발사됩니다. 실린더의
원리와 직접 눈으로 기화상태에서 폭발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기능 뉴파워 에어펌프(A형)
MRS 91035 ............ 77,000원

발펌프
MRS 91020 ........... 55,000원

실린더 내의 고압축 공기탱크를 통해 힘들이
지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주입할 수 있습니
다.

공기주입용 펌프입니다.
쌍발펌프로 단발펌프보다 주입력이 월등합니
다.

로켓

다기능 뉴파워 에어펌프(B형)
MRS 91019 ........... 44,000원

발명영재

낙하산 장착 에어로켓
MRS 91031 ............. 11,000원

실린더 내의 고압축 공기탱크를 통해 힘들이
지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주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자전거, 공, 튜브의 노즐을 모두 갖추
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규격
구성

210 x 590 x 210mm
에어펌프, 노즐

규격
무게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0 x 95 x 75mm
820g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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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KT과녁 에어로켓(날개선택)
MRS 96002 .......... 각 8,800원

KT과녁 에어로켓 발사대-3에 사용되는 에어
로켓입니다.
규격
옵션

￠33x720mm
대회용 : 흰색 날개 , 일반용 : 주황 날개

알파 에어로켓
....................
........... 22,000원
MRS 96004
2,860원

2018~2019
KT과녁 에어로켓 재료 구성품(옵션선택)
MRS 96003

옵션
과탐대회 에어로켓날개(10장)
날개(연습용 10개)
탄두(소)(10개)
대회용 에어로켓 날개(3종1조, 10세트)
에어상컵+하컵 세트(10세트)
로켓몸체 투명관(10개)

직경 33mm, 길이 600mm

자기부상 미니로켓(10인용)
................... 12,100원
MRS 96006

MRS 96005

로켓몸체(10개)

가격(원)
13,200원
14,300원
14,300원
19,800원
17,600원
17,600원

110x55mm

알파 에어로켓 재료 구성품 (옵션선택)
옵션

규격

자석은 다른 극은 서
로 당기고(인력)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가지고 있습
니다. 자기부상 미니
로켓은 같은 극을 서
로 가까이 하여 순간
적으로 밀어내는 척
력을 이용하여 로켓
을 발사합니다.

가격(원)

직경 23mm
길이
4,400원
245mm

연결관(10개)

4,840원

탄두(10개)

7,700원

대회용 에어로켓
날개
110x55mm 15,400원
(3종1조, 10세트)

KT과녁 에어로켓 발사대-3, 과녁
펌프 에어로켓, KT과녁 에어로켓
발사대-알파에 사용되는 에어로켓
입니다.

발명영재

규격

규격
170x150mm

규격

Ø23 x 3000mm

완성시 길이 약170mm

페트병 에어로켓 (10인용)
MRS 96011 ............. 22,000원

K2 마우스 로켓(5인용)
MRS 96012 ............... 6,600원

목표물을 정해놓고 목표물 맞추기 , 장애물 넘
어 포물선으로 목표물 맞추기 놀이를 해 보세
요. 멀리쏘기, 높이쏘기 놀이를 해 보세요.

목표물을 정해놓고 목표물 맞추기 , 장애물 넘
어 포물선으로 목표물 맞추기 놀이를 해 보세
요. 멀리쏘기, 높이쏘기 놀이를 해 보세요.

옛날 원시 밀림 아마존에서는 세르바타나라고 불리는 전통
무기로 사냥을 하였습니다. 긴 관에다 뾰족한 침을 넣고 입
으로 불어서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로켓

펌프에어로켓-2
MRS 96010 ................ 6,600원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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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x420mm

규격

￠23x330mm(페트병 별매)

규격

￠10x230mm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MRS

풍력발전의 이용
MRS 95017 ............... 8,800원

구관조 녹음기
MRS 95018 ............... 8,800원

에너지, 전기에너지, 풍력발전에 대해 간단
히 학습 할 수 있는 전자키트입니다. 전자
키트에는 감압센서가 달려 있어 바람을 불
어 넣으면 전류가 통과하고 다시 바람을 불
어 넣으면 꺼지는 것을 반복 할 수 있습니
다. 바람을 이용한 센서를 풍력 발전으로 형
상화한 교구이며, 전류가 흐를 때 LED가 켜
져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과정’을 강조하
게 됩니다.
※ 별매 : 건전지(1.5V-AA)-2개

녹음을 하고 재생할 수 있는 녹음기 전자키
트입니다. 녹음기 전자키트 와 구관조의 형
상을 입힌 전개도를 함께 조립합니다. 다 만
들어진<구관 조 녹음기>는 한쪽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녹음이 되고, 다
른쪽 스위치를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이때
재생되는 소리는 마치 구 관조가 사람 소리
를 따라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물의 순환 과정
MRS 95016 .............. 8,800원

물의 순환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전자키트
입니다. 습도감지 센서가 수중기를 감지하
면 LED가 켜지도록 설계된 전자키트를 전
개도와 함께 조립을 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용기와 뜨거운 물을 담고 완성된
교구 안에 넣으면 ‘모락모락’ 올라오는 수증
기를 습도센서가 감지합니다. 이때 LED가
켜지면서 교구 밖에 그려진 물의 순환고정
을 돋보이게 합니다.
※ 별매 : 건전지(1.5V-AA)-2개
구성

전자 키트 부품(LED, 습도센서, 건전기
홀더, 저항 등)
우드락 합지 전개도, 용지, 양면테이프

구성

전자키트 부품(LED, 진동센서,
건전지 홀더 등)
우드락 합지 전개도, 양면테이프

※ 별매 : 건전지(1.5V-AA)-2개
구성

전자키트 부품(마이크, 스피커,
건전지 홀더, 스위치 등) 우드락 합지
전개도, 용기, 양면테이프

36.000rpm 초고속 모터와 쌍날개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는 항공과학 드론의 원리이해와 양력과 추진력을 탐구할 수 있
는 과학교구입니다. 속도조절 스위치를 이용하여 올리고 내리고
정지하고 드론의 원리를 학습해 보세요!

나무의 멋스러움과 자외선 야광 비즈로 만들어 보는 튼튼한 나무 주판
만들기 입니다.

체험

자외선 야광주판 만들기
MRS 18019 ...............................................8,800원

발명영재

드론의 원리 (쌍날개)
MRS 18020 ............................................. 15,400원

구성

규격

완성크기 15.58Ⅹ7.1Ⅹ1.2CM

16.5Ⅹ12Ⅹ36c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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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빛의 반사, 굴절 실험세트 만들기
MRS 14079 .............. 9,900원

삼면의 거울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쏘아 빛의
반사와 굴절을 알아 보는 실험교구
거울을 이용하여 물체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
을 관찰하여 보세요!

자화(자석)크레인
MRS 35100 .............. 5,500원

발명영재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는 제1관절 유압 자화(자석) 크
레인. 자석의 인력을 이용한 제1관절 유압 자석크레인
네오디움자석을 이용하여 못을 자화(자석화)시켜 만들어 보는 과학
교구. 공기압 또는 유압을 이용하여 크레인의 원리와 관절의 기능
을 알아 볼 수 있는 과학교구.
* 네오디움자석 별매 *

회전하는 지구와 달(낮과 밤의 원리)
MRS 94014 .............. 9,900원

2018~2019
쌍날개 전동 풍력 자동차
MRS 18029 ...... 일반형 4,950원
.......LED형 5,500원

물체 받침대만들기(유압식)
MRS 14081 ................9,350원

12,000rpm 고속모터와 쌍날개 안전 프로펠러 사용으로 빠
른 속도로 질주하는 귀엽고 작지만 스피드는 최고인 전동풍
력 자동차이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학습 과학교구 입니
다. 옵션- 일반형, LED형

유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하여 만들어 볼 수 있
습니다. 색연필 등으로 예쁘게 색칠을 하거나
꾸며 나만의 리프팅 자키를 만들어 보세요.

해지면 빛나는 광섬유 조명등
MRS 18030 ................ 7,920원

식물의 세계 디자인 (PS열쇠고리만들기)-6인용
MRS 94003 ................4,840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LED 8가지 화려한 색으로 비춰주는
LED 광섬유 조명등입니다. 간단하게 전기회로를 연결하여
만들어 보는 광섬유조명등. 화려하고 예쁜 해지면 자동으로
빛을 내는 광성유 조명등을 만들어 보세요.

현미경으로 관찰한 식물세포사진 모양을 유성펜, 네임펜 등으로
예쁘게 꾸며 핸드폰고리, 열쇠고리, 목걸이 등을 만들어 보세요!
폴리스티렌의 성질을 이용하여 예쁜 열쇠고리, 휴대폰줄, 목걸이
등을 만들어보고 플라스틱의 열가소성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 여
러가지 다양한 그림을 티셔츠에 그려 나만의 PS열쇠고리를 만들
어 보세요! 기존의 PS플레이트보다 두꺼운 고급 PS플레이트 사용
으로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규격

50Ⅹ30CM

회전 태양계행성
MRS 52104 .............. 11,000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낮과 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과
EVA장미와 점멸LED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는 과학교구입
니다.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색상이 변하는 장미조명등
입니다.

생각하고 꾸미고 만들어보는 태양계 행성 오색 클레
이를 이용하여 9개의 태양계 행성을 만들어 작동시
키는 과학교구, 창의력 향상, 집중력 강화, 촉각 및
인지능력 향상 속도조절 스위치로 태양계 행성 속도
조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는 어떤 행성들이
있나 알아보세요.

체험

LED장미꽃조명등
MRS 18031 ................4,840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낮과 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과
학교구. 속도조절 스위치를 이용하여 지구의 자전 속도 조
절. 달의 위상변화까지도 실험이 가능한 과학교구. 흰색 우
드락에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을 하여 꾸며서 만들어 보는
창작용 나만의 지구와 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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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규격

12Ⅹ23CM

MRS

어성초 바스붐 만들기(5인용)
MRS 11756 ............. 22,000원

어성초 천연비누 만들기(10인세트)
MRS 11758 ............. 24,200원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어성초와 물을 온천수
의 성질로 만들어 주는 탄산수소나트륨, 각질제거효과
가 있는 구연산 등을 이용하여 바스붐을 만들어 반신욕
(족욕, 세안)에 이용해 보고 물에 넣었을 때 거품이 나
는 원리를 이해해 봅니다.

피부질환과 아토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어성초와 간단
하게 주물러 만들 수 있는 비누가루를 이용하여 실생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성초 천연비누를 만들어 봅니다.
일반비누와는 달리 손을 닦은 후에도 손이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시온플러버 만들기(열변색 액체괴물)-10인용
MRS 11759 ............. 26,400원

자성플러버 만들기(자성액체괴물)(10인세트)
MRS 11760 .............33,000원

폴리비닐알콜(PVA)과 붕사를 이용하여 플러버(액체괴
물)을 만들어 보며 고분자 화합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첨가되는 시온물감의 변색원리를 알아봅니다. 체온에
서 색이 변하는 시온플러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해 봅니다.

피부질환과 아토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어성초와 간
단하게 주물러 만들 수 있는 비누가루를 이용하여 실생
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성초 천연비누를 만들어 봅니
다. 일반비누와는 달리 손을 닦은 후에도 손이 건조해
지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손수건 천연염색(소목)(10인세트)
MRS 74224 ............. 22,000원

투명 모기퇴치 아로마 방향제(2인1조 6인세트)
MRS 74225 ............. 22,000원

소목나무를 직접 우려 손수건에 염색을 해 보며 천연염
색의 방법과 천연염색의 장점을 이해해 봅니다. 염색된
손수건은 말려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제베이스에 모기가 싫어하는 향의 천연아로마에센
스들을 첨가하여 투명하고 예쁜 모양의 방향제를 만들
어 봅니다. 만든 방향제는 원하는 곳에 걸어 모기퇴치
방항제로 사용합니다.

촉촉한 자초 핸드크림 만들기(10인세트)
MRS 74227 ............. 22,000원

내가 만드는 시온, 시광크레파스-5인용
MRS 74228 .............33,000원

해독, 안정, 염증제거, 혈액순환 작용을 하는 자초와 보습
이 탁월한 스윗아몬드 오일을 이용하여 딸기아이스크림향
의 핸드크림을 만들어 봅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
제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섞어보며 관찰해 봅니다.
※ 다른 제품들처럼 가열할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저온, 체온, 고온의 시온오일을 이용해 해당 온도에서 색이 변하는
시온크레파스와 시광오일을 이용해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시광크레파스를 만들어보며 시온과 시광의 원리를 이해해 봅니다.
실험 후에는 저온, 체온, 고온 시온크레파스, 저,체,고 혼합 시온크
레파스, 시광크레파스 5종의 크레파스를 가지고 갑니다.

혈액형 판별 실험(5인세트)
MRS 11755 ............ 16,500원

항A혈청과 항B혈청의 α응집소와 β응집소가 자신의 혈액과
응집하는 반응을 관찰해 보며 간단하게 자신의 혈액형을 알
아보고 혈액의 응집반응과 혈액형끼리의 수혈에 관련된 내
용을 이해해 봅니다.

화산활동(화산폭발)실험(10인세트)
MRS 11757 ............ 19,800원

화산모형의 도면과 색소세제물,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화산이 활동하는 모형(화산폭발모형)을
구성하여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손수건 천연염색(치자)(10인세트)
MRS 74223 ............22,000원

치자열매를 직접 우려 손수건에 염색을 해 보며 천연염색의
방법과 천연염색의 장점을 이해해 봅니다. 염색된 손수건은
말려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퇴치 석고방향제 만들기(10인세트)
MRS 74226 ............ 19,800원

발명영재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체험

향기를 천천히 발산하는 석고와 천연에센스를 이용한 물에
완전히 녹는 수용성 에센스를 이용하여 유화제 없이 석고방
향제를 만들어 보며, 석고의 성분과 향기의 확산에 대해 알
아봅니다. 완성된 방향제는 방이나 거실 등에 걸어놓아 모
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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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2018~2019

칼레이도사이클
MRS 95020 	������������������������������������������������������������������������������������������������������������������������������������������ 각 17,600원
평면의 종이 전개도와 전용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무한회전체를 만들어 보고, 회전 시켰을
때 나타나는 평면에 시나리오가 있는 4컷의 유의미한 연속 그림을 넣어 흥미를 유발하고 다
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규격

1. 사계절별자리(10인용)

2. 대륙의 이동설(10인용)

3. 돌턴의 원자론(10인용)

4. 체세포분열(10인용)

5. 부모님은혜(10인용)

6. 사계절과 24절기(10인용)

7. 배추흰나비의 한살이(10인용)

8. 개구리 발생과정(10인용)

9. 창작용(10인용)

리본매직카드
MRS 95021 ....... 각 33,000원

PS 인체골격 만들기(10인용)
MRS 95023 .............66,000원

세팍타크로 공
MRS 95022

리본출현용
인사말 나누기

스토리텔링용

여섯 장의 카드를 연결하여 회전 중심축이 바뀌
면서 -360°~+360° 회전하는 이유와 +180° 회전
시켰을 때 보이지 않던 리본이 -180° 회전시키면
화려하게 펼쳐지며 보이는 현상에 대해 시각적,
물리적 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규격

1. 리본출현용(5인용)
2. 인사말나누기(5인용)
3. 스토리텔링용(5인용)

캐릭터 착시
MRS 95024 ........ 각 16,500원

체험

동물 캐릭터가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원근착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을 이용
하여 시각적으로 얻어지는 정보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는 착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외 다양한 착
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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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아지(5인용, A3사이즈)
2. 양(5인용, A3사이즈)
3. 하마(5인용, A3사이즈)
4. 사자(5인용, A3사이즈)
5. 용(5인용, A3사이즈)

6개의 밴드로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원리를 이
용하여 오각형의 별모양으로 엮어 입체적인 공을
만들어 보면서 과학적, 수학적, 예술적 원리를 체
험해 봅니다.
규격
패턴형(10인용)
밴드형(10인용)

가격(원)
46,200
39,600

폴리스타이렌(PS)을 이용하여 사람의 골격 구조 모
형을 만들어 보면서 열가소성수지의 특성을 이해
하고, 인체 골격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규격

10인용

나의 몸 속 구조 알기(10인용)
MRS 95025 .............33,000원

눈의 구조 알기(10인용)
MRS 95026 ............. 39,600원

사람의 내부장기를 다층(8층) 구조로 나타나도록
배열하여 인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해
부도로서, 17개 내부장기의 구조와 위치를 이해하
고 각 기관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의 내부 구조를 다층(7층) 구조로 표현
하여 입체적인 해부도를 만들어 눈의 내부구조를
이해하고 각 부분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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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분열과정 설명세트
MRS 95027

염색체 모형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
열을 직접 설명 보드에 재현해 보며 모형 활동
을 통해 추상적인 갠며을 구체화하여 학생들
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분열
에서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의 표현과 염색체
돌연변이의 이해도 가능)
규격
교사용 A형(판자석대형)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포함.
교사용 A형세트(판자석대형) 220,000원
교사용 A형(판자석대형) 66,000원
교사용 B형(모루자석식) 99,000원

교사용 B형(모루자석식)

개구리 몸 속 구조(10인용)
MRS 95028 ............. 39,600원

인체 골격 조립(10인용)
MRS 95029 ............. 39,600원

미세문자 프레파라트
MRS 95030 ...........165,000원

개구리의 내부 장기를 다층(6층) 구조로 표현
하여 입체적인 해부도를 만들어 11개 내부장
기의 구조와 위치를 이해하고 각 기관의 기능
을 알아봅니다. (생체 해부 후 학습 정리용으
로 활용하거나 실제 해부 활동의 대체 가능)

코팅된 종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골격 구조 모
형을 만들어 보면서 인체 골격의 구조와 기능
에 대해 알아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크기의 다양한 문자와
문장이 새겨진 미세 문자 프레파라트를 현미
경으로 관찰함으로써 현미경의 구조를 이해
하고 학생들의 현미경 조작 능력에 대한 수행
평가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규격

규격

10인용

10인용

규격

1~40번으로 구성

사람의 핵형 분석(35인용)
MRS 95033 ...........165,000원

DNA의 인산, 당, 염기의 구조식을 표현하여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상보적인 염기쌍들을
직접 찾아서 결합시켜 보도록 하고, 인산, 당
골격을 연결하여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NA 조각 스티커를 전기영동 젤 모형판에 붙
여보는 활동을 통해 비용과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실험이 어려운 유전자 지문과
전기영동 실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지문 실험 활동 후 학습 정리용으로
도 활용 가능)

염색체 모형 스티커를 이용하여 사람의 핵형
을 분석해 보고 정상인의 핵형 분석 활동(분
석I)을 기반으로 다양한 염색체 돌연변이의 핵
형(분석II)을 표현하는 심화 활동이 가능합니
다.

체험

과학수사대 따라잡기(유전자 지문)-35인용
MRS 95032 ...........165,000원

발명영재

DNA 이중나선 모형(35인용)
MRS 95031 ........... 165,000원

규격

35인용

규격

35인용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인용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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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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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불빛형)
MRS 95006 	������������������������������������������������������������������������������������������������������������������������������������������������57,200원
ㆍ 어떠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아 퍼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편리하게 조립
ㆍ LED 라이트 베이스를 조립하여, 더욱 아름다운 장식효과 증대
ㆍ LED 라이트의 다양한 색상으로 새로운 야경느낌(AA건전지 3개사용-별매)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33 x 22.7 x 6cm (완성시 : 39x36x78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82pcs
4시간이상
14세 이상

[주의사항] AS가 불가능한 퍼즐이므로 조각의 분실이나 파손에 주의하세
요. 종이와 우드락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너무 힘을 세게 주거나 억지로 끼
울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
습니다. 조립부품을 한꺼번에 다 뜯어서 조립하지 마시고, 설명서의 순서
에 맞게 하나씩 뜯어서 조립하세요.

자유의 여신상(불빛형)
MRS 95007 ............................................ 28,600원

빅벤(불빛형)
MRS 95008 ............................................ 28,600원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33 x 22.7 x 6cm(완성시:19.8x15.5x22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37pcs
100~120분
14세 이상
AA건전지 3개사용(별도구매)

33 x 22.7 x 6cm(완성시 : 9 x 9 x 38.5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28pcs
100~120분
14세 이상
AA건전지 3개사용(별도구매)

발명영재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불빛형)
MRS 95010 ............................................ 28,600원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체험

피사의 사탑(불빛형)
MRS 95009 ............................................ 2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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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x 22.7 x 6cm(완성시 10 x 10 x 26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15pcs
100~120분
14세 이상
AA건전지 3개사용(별도구매)

33 x 22.7 x 6cm(완성시 16.5 x 12 x 38.5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38pcs
100~120분
14세 이상
AA건전지 3개사용(별도구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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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불빛형)
MRS 95011 	����������������������������������������������������������������������������������������������������������������������������������������������� 28,600원
ㆍ 어떠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아 퍼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편리하게 조립
ㆍ LED 라이트 베이스를 조립하여, 더욱 아름다운 장식효과 증대
ㆍ LED 라이트의 다양한 색상으로 새로운 야경느낌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33 x 22.7 x 6cm(완성시 20.2 x 15.6 x 16,2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56pcs
56pcs
14세 이상
AA건전지 3개사용(별도구매)

[주의사항] AS가 불가능한 퍼즐이므로 조각의 분실이나 파손에 주의하세
요. 종이와 우드락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너무 힘을 세게 주거나 억지로 끼
울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
습니다. 조립부품을 한꺼번에 다 뜯어서 조립하지 마시고, 설명서의 순서
에 맞게 하나씩 뜯어서 조립하세요.

사랑의별장(불빛형)
MRS 95012 ............................................ 25,300원

전원별장(불빛형)
MRS 95013 ............................................ 25,300원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33 x 22.7 x 4.7cm(완성시 26 x 29 x 23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114pcs
120~150분
14세 이상
AA건전지 2개사용(별도구매)

33 x 22.7 x 4.7cm(완성시 30 x 23 x 23.5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132pcs
120~150분
14세 이상
AA건전지 2개사용(별도구매)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규격
재질
조각수
예상 조립시간
사용연령

체험

태양광전지풍차
MRS 95015 .............................................19,800원

발명영재

스위트빌라(불빛형)
MRS 95014 ............................................ 24,200원

29.7 x 22.7 x 4.2cm(완성시 : 28 x 23 x 16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84pcs
100~120분
14세 이상
AA건전지 2개사용(별도구매)

30 x 22 x 4.2cm(완성시 17 x 19 x 28,5cm)
종이, EPS(Expandable Polystyrene), 플라스틱
47pcs
120~150분
14세 이상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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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자동교반 머그컵
MRS 95004 ............. 22,000원

규격

8.5cm x 11.5cm
분말가루 형태(미숫가루,커피 등)를
사용방법 물과 함께 넣고 버튼 하나로 쉐이크를
해서 마실 수 있는 컵
제품전원 건전지

만화경
MRS 14053 ................ 4,400원

거울을 이용해서 갖가지 색채무늬를 볼 수 있
도록 고안된 시각적인 완구제품입니다.
규격

22 x 5.5cm

구슬만화경
MRS 93004 ............... 7,700원

발명영재

구슬 내부의 환상적인 모습을 구슬 만화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규격

140mm

체험

태양열 경주자동차
MRS 93007 ............... 7,700원

2~3m/초 속도가 나고 30도 경사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규격

501

길이 : 210mm, 넓이 75mm

2018~2019
별자리 프로젝터 무드등
MRS 95005 .............. 11,000원

환상적인 천체별자리 투영기입니다. 밤하늘을
방안에서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규격

11 x 9 x 12cm

레인보우 케이스
MRS 62073 ................5,500원

색깔 별로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규격
19 x 8 x 2cm
제품재질 ABS
제품특징 무지개 색깔의 케이스

빛을 내는 철사
MRS 96015 .............. 9,900원

입체 플라스틱 심장
MRS 93009 ........... 55,000원

어디든지 감기만 하면 예술이 되고 물에도 끄
떡 없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발광 철사

공기 압축기를 손으로 작동하여 심장의 혈액
순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과학교재, 조립과
설치가 간단합니다.

건전지 통 지름

2m

여러가지 색깔의 우드락 지층 실험
MRS 93005 .............. 3,300원

정전기 실험용 방울(5인용)
MRS 96017 ........... 28,600원

우드락을 이용해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지
는 과정과 그 모양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구성품:고리줄 5개, 방울 10개, 정전기 상부 고리 5개, 고무
바킹 5개, 정전기 본체 병 5개, 풍선 5개

규격

35cm X 10cm (4개1조)

고무동력 경주자동차
MRS 93008 .............. 3,300원

친환경 EVA 재질로 제작된 고무동력 이용 자동차입니다.
규격

길이 250mm, 넓이 : 95mm

비즈 DNA 만들기(10인용)
MRS 92001 .............. 9,900원

4종류의 뉴클레오티드가 종합되어 이중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규격

10인용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MRS

간이지진계 만들기(1인용)
MRS 93013 .............. 9,900원

혈흔반응(루미놀반응) 실험세트(10인용)
MRS 93014 ........... 48,400원

중심잡는 새(평형새)
MRS 93011 .............. 4,400원

<실험 예>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새의 플라스틱 모형, 중심은 부리에 위치합니다.
규격

날개 넓이 11cm, 삼각형 플라스틱
받침대 높이 3.5cm

달고나세트(뽑기세트)
MRS 93015 ............ 19,800원

구성
재질

국자, 밑판, 누름판, 모양틀
스테인레스판, 구리판

지진계를 직접 조립하여 지진운동의 측정원
리를 체험합니다.
규격

150 x 100 x 65mm

거꾸로 팽이
MRS 93016 .............. 8,800원

평평한 공간에서 팽이를 힘차게 돌리면 똑바로
돌다가 어느 순간에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팽이
무늬가 예쁘게 돌아가는 신기한 팽이입니다.
규격

과학수사에 이용되는 루미놀반응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실험세트
입니다. 자신의 혈액과 헤모글로빈용액이 루미놀과 반응하여 형광 빛을
내는 혈흔반응(루미놀반응)을 개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

A5용지 10장, 루미놀용액스프레이 10개, 란셋(채혈침) 10개, 알콜솜
10개, 면봉 10개, 헤모글로빈, 5% 과산화수소

지문채취 3종 실험세트(분말, 액체, 기체법 10인용)
MRS 93017 ........... 24,200원

지문채취스티커, 투명스티커, 알루미늄분말, 브러시, A5용지, 닌히드린용액
스프레이, 지문채취종이, 밀폐용기, 요오드, 지문고정액스프레이, 핀셋
별도준비물 헤어드라이어 또는 스팀다리미, 물, 수건
규격

직경 3cm, 높이 3.5cm, 3종 1조

뉴턴분광기(5인용)
MRS 93024 .............. 17,600원

지구내부 만들기(5인용)
MRS 93020 ..............14,300원

구성

구성

구성

5인용

5인용

태양고도계(종이식)-5인용
MRS 93022 ..............14,300원

구성

구성

5인용

5인용

팬플롯 만들기(5인용)
MRS 92002 ..............16,500원
체험

위도조절 해시계(5인용)
MRS 93021 .............. 14,300원

발명영재

끼워만드는 앙부일구 만들기(5인용)
MRS 93018 .............. 14,300원

5인용

팬플롯을 만들어 간단한 노래를 연주해보는
실험키트입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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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각도조절 빨대 팬플롯(피리형 5인)
MRS 94089 ............. 11,000원

2018~2019
태양광6종 변신로봇B
MRS 93027 ............ 14,300원

에어보드

헬리콥터

리드가 내장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연주가
가능하고 팬플롯 연주도 가능 합니다.
규격

5인용

물결무늬 시뮬레이션필름
MRS 93969 .............. 17,600원

풍차

수레

비행기

로보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실
험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임의 변경)

30 x 20cm
흰색 물결무늬판, 투명 물결무늬판 각 1개

태양광 펭귄 하우스(조립식)
MRS 94059 ............. 22,000원

발명영재

·태양전지판으로 에너지를 3분동안 충전
·2분동안 작동 ·조립시간 : 30분 ·조립난이도 : 중상

ㆍ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자동차, 강아지, 비행기, 배, 풍차
등 6가지로 변신하여 작동하는 미니 쏠라 과학교재

고무동력 헬리콥터
MRS 93031 ................... 4,400원

꼬리달린(춤추는)고무동력 헬리콥터
MRS 93032 ................... 4,400원

회전 프로펠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날개 길이 : 200mm,
높이 길이 : 240mm

MRS 93033 ................... 6,600원

넓은 날개로 새가 날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척식 글라이더로 높이 30m이상 날 수 있습니다.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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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길이 : 470mm, 전체 길이 : 530mm

자갈, 모래, 활성탄, 규소, 메이킹소다, 명반,
여과지

·실제 사건현장에서 사용하는 지문감식기법
을 알아 보고 관찰능력과 과학적 탐구 정신
을 배양
·다양한 지문의 형태에 대해 공부하여 본다.

박쥐형 투척글라이더
MRS 93038 ................... 5,500원

규격

구성

지문감식 실험키트
MRS 94061 .............. 17,600원

규격

고무동력 새

·4단계의 여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이 정화되는 시스템을 학습
·실제 물이 정화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태양광6종 변신로봇A
MRS 93030 .............. 11,000원

각각의 무늬가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실험해 봄으로써 물결 모양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규격
구성

정수기 시스템 원리키트
MRS 94060 ..............15,400원

규격

날개 길이 : 450mm, 전체 길이 : 150mm

꼬리가 달려있어 춤추며 날아 다닌다.
규격

날개 길이 : 200mm,
높이 길이 : 240mm

고무동력 구조헬리콥터
MRS 93039 ................... 4,400원

대형 프로펠러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

날개 길이 : 300mm, 전체 길이 : 345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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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투루프
MRS 93040 ................. 4,400원

높이 30m 이상 올라 갔다가 회전하면서 내려옵니다.
규격

날개 길이 : 150mm, 높이 길이 : 160mm

미니허파 만들기(10인용)
MRS 93046 ........... 17,600원

전동수륙양용보트
MRS 93041 ............... 20,900원

전동 수륙양용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길이 : 270mm, 넓이 : 140mm, 높이 :
110mm

규격

인공 번개만들기
MRS 94041 ............ 22,000원

태양열 보트
MRS 93042 ................55,000원

크랭크샤프트 기어를 구동시켜 보트를 움직입니다.
규격

길이 : 300mm, 넓이 : 90mm

로봇팔(공기압)
MRS 93050
특허출원상품

허파의 구조와 산소가 어떻게 운반되는지 알아
보고 횡경막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습
니다.
규격

규격

10인용

눈 만들기(Insta-Snow Powder)
MRS 93052 ............55,000원

약 450g

화석골격 맞추기(나무)
MRS 93056 ........ 각 4,400원

그림 투영판 1개, 검정 아크릴판 1개, 전선 1개, EVA판 1개, EVA 사각
구멍판 1개, 압전 소자 1개, 전도 코팅 판 1개, 고무마개 1개, 접지
원형 핀 2개, 나사 4개, 케이스 고정 나사 4개, 전도 분말 입자 1개

구리 용수철 자기장 기차
MRS 96018 ............ 39,600원

구성품
원리

구리 용수철-길이 약 40cm, 외경 20mm 1개, AAA 건전지 1.5V 2개, 원형
네오디움 자석 4개, LED세트 1개 (수은 전지 2개, 고무마개 1개, LED 1개)
자석과 건전지의 전류가 구리 용수철을 통과하면서 전류가 도선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과 기존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 작용을하며 자석과 건전지를 밀어내는 원리이다.

현직 교사들의 현장체험을 통한 신개발품으로 학습현장에서 흥미롭고
다양하게 응용하여 원리를 터득하는 학습교재입니다.
구분
1관절
2관절

가격(원)
12,100
13,200

만화영화의 원리(5인용)
MRS 93644 ............ 13,200원

눈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된 것
으로 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
용하여 텔레비전이나 만화영화를만듭니다.

발명영재

※ 가역성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루와 물의 비율은 가루 1g에 물 20㎖
정도가 적당

규격

코팅 된 전도 분말 입자 사이로 압전 소자의 고압전류가
통과하면서 연쇄적인 번개 모양이 생긴다.

화석골격 맞추기(PVC)
MRS 93055 ......... 각 8,800원

화석골격 맞추기(우드락)
MRS 93057

체험

우드크래프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룡의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규격

티라노 사우르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르스

종류
티라노사우르스
트리케라톱스

조립시 크기
420 x 230mm
270 x 110mm

가격(원)
2,640
2,200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조립이 간편하고, 실험 활동 시 학생들
이 손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티라노 사우르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르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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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인체골격맞추기(PVC 10인용)
MRS 93059 .............. 14,300원

쉽게 끼워서 조립이 가능하며, 어두운 곳에서는 야광으로 빛
이 납니다.

완성크기

30cm

도미노(아크릴)
MRS 93061 ............. 88,000원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 실험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규격
구성

30 x 50 x 10mm
10색, 100개입

알콜권총 만들기(10인용)-시험관용
MRS 96019 ............. 44,000원

발명영재

플라스틱 관 안에 알코올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압전기 단추를 누르면 스
파크가 일어나면서 알코올 기체가 폭발을 하게 된다. 이때 플라스틱 관 속
의 압력은 매우 커지게 되고 결국 플라스틱 관 뚜껑을 밀어내게 된다
총 모양 10개, 플라스틱 관 10개, 압전기 10개, 전선 10개, 탄두(대)
구성품
10개, 탄두(소) 10개, 고무 박킹 20개, 너트 20개, 절연 테이프 3개

화산 모형키트(종이식)
MRS 93069 ................ 2,200원

2018~2019
인체골격맞추기(종이식)
MRS 93058 .............. 14,300원

종이로 제작된 인체골격모형으로 리벳을 이용하여결합하며
관절의 움직임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성
완성크기

5인용
약 400mm

도미노(학생용)
MRS 93060 .............. 66,000원

여러가지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도미노를 쓰러뜨려 그 과정
에서 생기는 에너지의 전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규격
구성

45 x 20 x 7mm
6색 컬러, 168개입

도미노(전문가용)
MRS 93062 ........... 264,000원

탄소나노튜브
MRS 93063 ................ 14,300원

도미노 전문가를 위한 ABS 원료를 사용하며 더 잘세워집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육각형 고리 모양의 탄소들
이 이루어진 나노 단위의 튜브를 말합니다.

규격
구성

5.5 x 3 x 1cm, 14.7g(개당)
400개(8색x50개)

규격

연결봉 3cm, 연결대 3발, 설명서 참조

생각하고 그려보는 인체내부골격 만들기(10인용)
MRS 93067 ............. 22,000원

인체 내부 골격 만들기(대형)-5인용
MRS 93068 .............. 16,500원

스팀(STEAM) 교육에 적합한 상품으로 장기를 생각하고 그려보며 위
치와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격 모형은 똑딱이 단추
로 조립하여 관절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체의 골격과 장기의 명칭들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서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규격

10인용

규격

5인용(길이 70cm)

달모형 만들기(5인용)
MRS 93072 .............. 14,300원

태양계 행성은 어떻게 움직이는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위나 풀 필요 없이 끼워 맞추는 달
모형입니다.

체험

교과서에 나오는 태양계 행성 만들기
MRS 93071 ................ 3,300원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이나 약한 지반을 뚫고 지표 밖으로 나
올 때 휘발하기 쉬운 성분은 화산가스가 되고 나머지는 용암이나 화산쇄설물로 분출되어 만
들어진 산입니다. 화산이 분출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종이 모형키트로 나타내어 줍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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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화산도면 2장, 설명서, 1인용

구성

5인용, 종이재질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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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로 LED에 불켜기(5인용)
MRS 93074 .............. 17,600원

압전소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압전소자를 이
용하여 LED에 불을 켜 볼 수 있습니다.
규격

5인용

자석과 접촉해 있는 못은 자화 됩니다. 자석으로 만든 팽이가 회전할 때
팽이의 축 아래로 구부린 클립을 밀어 넣어 주면 회전하는 곳에 클립이
붙게 되고 서로 맞물려서 회전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구성

화산 만들기(5인용)
MRS 93075 .............. 14,300원

점토로 화산을 만들고 화산을 폭발시켜 봅니
다.

은나무구리나무(5인용)
MRS 92008 .............. 16,500원

5인용

시온 손난로 만들기(촉각+시각)-10인용
MRS 92006 .............. 19,800원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불표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온스티커의 변화하
는 과정에 의해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실험키트입니다.

규격

MRS 92012

10인용 세트

치약 만들기(10인용)
MRS 92009 ............. 24,200원

준비물 - 탄
 산칼슘, 탄산마그네슘, 붕사, 박하유, 스포이드, 글리세
린, 나무막대, 슬러시 스푼, 용기, 종이컵
개인준비물 - 알루미늄 호일
규격

투명 스피커 만들기(10인용)

10인용 세트

10인용

입체경 만들기(5인용)
MRS 93077 .............. 23,100원

자석팽이 만들기 II (10인용)
MRS 92005 .............. 13,200원

전류와 자기장의 힘의 방향을 이해하여 전동기가 돌아가는 기
초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

10인용 세트

회전별자리판 만들기(5인용)
MRS 93076

가위·풀 없이 끼워만드는 별자리판입니다.
가격

야광용 : 19,800원, 일반용 : 14,300원

손전등 만들기(10인용)
MRS 92010 ............. 22,000원

납땜이 필요 없이 찌통과 꼬마전구를 이용하
여 간단하게 손전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규격

10인용 세트

발명영재

금속에서 나무뿌리모양의 석출 현상을 알아
보는 실험입니다.
규격

자석팽이 만들기 I (10인용)
MRS 92004 .............. 22,000원

진동카 만들기(10인용)
MRS 92013 ............. 36,300원
체험

전자석간의 유도현상을 이용한 투명 스피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
OHP 10인용
투명 스피커 10인용

가격(원)
48,400
48,400

거울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입체경을 만들어 봅니다.
구성

거울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입체경을
만들어 봅니다.

진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인용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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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실험기(10인용)
MRS 92014 ............. 28,600원

용수철 저울 만들기(100g용)-5인용
MRS 92015 ............... 12,100원

자석을 이용하여 자기부상원리를 이해하고
만들어 보는 키트입니다.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한 저울을 만들어 실험,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규격

10인용

구성

방향제 만들기(10인용)
MRS 92016 ............ 16,500원

물을 100배까지 흡수하는 크리스탈 구슬과 아
로마오일을 이용하여 방향제를 만들어 봅니다.

5인용 세트

크리스탈 화학정원 만들기(10인)
MRS 96020 ............. 22,000원

화학정원 만들기(10인용)
MRS 92017 ............ 19.800원

오색깔의 워터젤리를 이용한 크리스탈정원을
만들어봅시다.

삼투압현상과 여러 가지 금속염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화학정원을 만들어 봅니다.

병 안에 뜨는 배 만들기(10인용)
MRS 92018 ............... 17,600원

극성 물질과 비극성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물
질이 섞이지 않는 병 속에 뜨는 배를 만들어 봅니다.
구성

MRS 93411 ................ 2,200원

바늘구멍 사진기 만들기(10인용)
MRS 33123 .............. 16,500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든 천으로, 불이 붙지 않아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을 가할 때 약간 발생되는 연기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바늘구멍을 만들어서 상이 맺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종이재질
로 구멍을 더 뚫어서 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불연섬유

발명영재

규격

100 x 100mm

구성

10인용, 바늘구멍 사진기 전개도, 기름종이 등

10인용 세트

별자리보기판 만들기
MRS 93079

별자리판을 만들어 별자리의 움직임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야광용
일반용

구성
10인용, 도면, 쇠단추 세트,
축광가루, PVA풀
10인용, 도면, 쇠단추 세트

가격(원)
19,800
15,400

초코렛 향초 만들기(10인용)
MRS 92019 ............. 24,200원

신기한 열쇠고리 만들기(10인용)
MRS 92020 ............. 24,200원

알코올의 기화성을 이용하여 필름통 뚜껑이
발사되는 실험입니다.

파라핀 왁스와 초코렛 염료를 이용하여 초코
렛 향초를 만들어 봅니다.

금속의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봅니다.

체험

알코올권총 만들기(10인용)
MRS 92024 .............. 24,200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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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용 세트

구성

10인용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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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비누 만들기(10인용)
MRS 92022 ............. 33,000원

야광안경 만들기(10인용)
MRS 92023 .............. 27,500원

방부제나 기타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재료로 아로마 비누를 만들어 봅니다.

야광액과 산화제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발
광원리 실험으로 예쁜 안경을 만들어 봅니다.

야광팔찌 만들기(10인용)
MRS 92021 .............. 24,200원

야광액과 산화제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발
광원리 실험입니다.

구성

하트 모양 틀, 10개 포함

탱탱볼 만들기(10인용)
MRS 92028 .............. 11,000원

아세트산나트륨을 이용한 발열반응실험으로
나만의 난로를 만들어 봅니다.

자석과 에나멜선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원리
를 실험합니다.

PVA와 붕사의 결합으로 플러버가 되는 원리
실험입니다.

발광 LED 탱탱볼 만들기(10인용)
MRS 92029 ............. 33,000원

지문채취-액체, 분말법(10인용)
MRS 92030 .............. 19,800원

아로마 젤리향초(10인용)
MRS 92031 .............. 27,500원

어두운 곳에서는 야광으로 빛나고 충격을 받
으면 LED가 반짝거리는 탱탱볼입니다.

알루미늄 분말과 닌히드린 용액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원리를 이해하여 봅니다.

아로마 오일과 투명젤리를 이용한 나만의 향
초를 만들어 봅니다.

손가락 화석 만들기(10인용)
MRS 92032 .............. 27,500원

간이검전기 만들기(10인용)
MRS 92033 .............. 16,500원

화석표본 만들기(10인용)
MRS 92034 .............. 16,500원

액화수지와 경화제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휴대고리를 만들어 봅니다.

정전기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미니검전병을
만들어 봅니다.

석고가루와 고무찰흙을 이용하여 화석표본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체험

전동기 만들기(10인용)
MRS 92027 .............. 24,200원

발명영재

손난로 만들기(10인용)
MRS 92026 .............. 14,3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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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거울 반응(10인용)
MRS 92035 ............. 26,400원

핸드크림 만들기(10인용)
MRS 92036 .............. 27,500원

아로마 향초 만들기(10인용)
MRS 96021 .............. 27,500원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하여 거울이 만들어지
는 원리를 이해하여 봅니다.

올리브왁스와 호호바오일, 글리세린을 이용하
여 나만의 아로마 핸드크림을 만들어 봅니다.

파라핀 왁스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아로
마향초을 만들어 봅니다.

눈 내리는 풍경(10인용)
MRS 92038 ............. 24,200원

나뭇잎화석 만들기(5인용)
MRS 93080 .............. 26,400원

동물화석 만들기(5인용)
MRS 93081 ............. 28,600원

병 속에 눈이 내리는 풍경을 만들어 보고 용
해도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틀을 이용하여 화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식물화석 만들기(5인용)
MRS 93082 ............. 28,600원

발명영재

구성

실리콘 몰드 5종

화석 만들기(식물, 산호)(1인용)
MRS 93085 ............. 30,800원

구성

실리콘 몰드 5종

5인용, 나뭇잎모양틀, 점토포함

7종 화석 만들기(1인용)
MRS 93083 .............. 48,400원

금점토를 이용한 멋진 화석 만들기입니다.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석 만들기(10인용)
MRS 93086 ............ 36,300원

화석 만들기(동물)(1인용)
MRS 93084 ............. 30,800원

PVC 몰드를 사용하여 5종의 동물화석을 만
들어봅니다.

화석발굴세트
MRS 93087

체험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화석을 발굴하는 키트입니다.

PVC 몰드를 사용하여 5종의 식물화석을 만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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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한 PVC 몰드를 사용하여 화석을
만들어봅니다.

삼엽충(5인용)
상어이빨(5인용)
암모나이트(5인용)
방추충(5인용)

33,000원
33,000원
33,000원
33,000원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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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손가락 모양만들기(10인용)
MRS 96023 .............. 28,600원

자외선 변색 손가락 모양만들기(10인용)
MRS 96024 .............. 29,700원

아이스쿨팩 만들기(10인용)
MRS 96025 .............. 13,200원

어두운 곳에서 야광으로 빛나는 손가락 모양을 만
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양은 스마트폰의 이어
폰단자에 꽂아 핸드폰걸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 야외로 나가면 색깔이 변하는 자외선 변색 손
가락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양은 스마트폰
의 이어폰단자에 꽂아 핸드폰걸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젤리가 되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시
원한 아이스쿨 팩을 만들어 봅시다.

알지네이트(100g), 야광액화수지, 경화제,
나무젓개, 빵끈, 9자핀, 필름통, 종이컵,
일회용스포이트 10개, 핸드폰고리줄(스마트폰용)

알지네이트(100g), 자외선 변색액화수지,
경화제, 나무젓개, 빵끈, 9자핀, 필름통, 종이컵,
일회용스포이트 10개, 핸드폰고리줄(스마트폰용)

규격

손세정제만들기(6인용, 50ml)
MRS 96026 .............. 19,800원

규격

무수에탄올, 정제수, 스프레이병 6개, 글리세린,
베이비 파우더향, 일회용스포이트, 라벨

마술꽃잎과 비밀편지(5인용)
MRS 96029 .............. 24,200원

완성 시 가로 10, 세로 17cm

손세정제만들기(10인용, 20ml)
MRS 96027 ............. 26,400원

표면장력 책갈피 만들기(10인용)
MRS 96028 ............. 26,400원

알코의 살균 효과를 이용하여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간
단하게 손에 뿌려 손의 세균을 없애주는 손세정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재료들을 스프레이통에 넣고
흔들어 섞는 과정으로 쉽게 손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
니다.

일회용접시에 담겨진 물 위에 유성물감을 떨어뜨린 후
섞은 뒤 세제물을 면봉에 묻혀 물감이 퍼진 물 위에 갖다
대어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 보고, 거름종이에 찍어내
어 손코팅지로 코팅해 자신만의 예쁜 책갈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준비물 : 펀치, 가위, 신문지

규격

무에탄올, 정제수, 스프레이병 10개, 글리세린,
베이비 파우더향, 일회용스포이트, 라벨

천연 버물리 만들기세트(10인용)
MRS 96030 ............. 39,600원

규격

유성물감 적색, 녹색, 황색, 세제물, 일회용접시 10개,
거름종이 20매, 지끈, 면봉 10개, 손코팅지A4 5매

천연 물파스 만들기(5인용)
MRS 96031 ............... 28,600원

발명영재

알코의 살균 효과를 이용하여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간
단하게 손에 뿌려 손의 세균을 없애주는 손세정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재료들을 스프레이통에 넣고
흔들어 섞는 과정으로 쉽게 손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
니다.

규격

규격

체험

염기성인 탄산수소나트륨으로 미리 색칠해 놓은 꽃잎과 비밀편지를 말린 후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뿌려 미리 칠해져 있던 부분만 붉게 변하는 실험을 통해
산과 염기 지시약의 반응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격

페놀프탈레인용액, 탄산수소나트륨, 페놀프탈레인용액스프레이,
페트리디시 10개, 일회용스포이트 10개, 면봉 10개

벌레에 물렸을 때 상처와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살균작
용과 피부의 각종 트러블을 없애주는 천연재료들을 이용하
여 버물리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준비물 : 가열장치
규격

자운고오일, 달맞이오일, 올리브에스테르오일, 밀납, 멘톨, 비타민E,
라벤더에센스오일, 티트리에센스오일, 페퍼민트에센스오일,
립글로즈용기 10개, 면장갑, 알루미늄컵, 나무젓개, 라벨

천연재료들을 이용하여 만든 물파스를 물파스 전용용기
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벌레가 물렸을 때, 근육통이 있을
때 발라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달맞이오일, 호호바오일, 에탄올, 멘톨, 천연비타민E,
페파민트오일, 라벤더오일, 볼용기 5개, 일회용스포이트, 라벨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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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카프라

천체망원경(고급)
MRS 93096 ............. 66,000원

MRS 93091

공간의 황금수 개념에 입각하여 기하학의 원리로 만들어져 사
용자의 수리력과 함께 풍부한 창의력을 길러줍니다.

A형 규격
B형 규격

500개, 보관상자 入
200개, 보관상자 入

110,000원
88,000원

종이 망원경
MRS 93098 ................3,300원

종이로 만들어져 쉽게 접고 펴기 때문에 가지
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규격

3 x 25mm

칼라 만화경
MRS 93100 ............. 29,700원

발명영재

구성

2018~2019

·미러 플레이트 ·대물렌즈 홀더 ·대물렌즈
·대안렌즈 ·만화경 탑 커버
·대리석 홀더탑

에어 제트 로켓
MRS 93106 ............. 29,700원

독특한 디자인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가볍고 튼튼한 ABS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손으로 초점을 맞추기 쉬운 천체망원경입니다.
규격

410mm ABS 몸체, 20X, 40X, 60X 대안렌즈,
30mm 대물렌즈, 250mm 삼각대, 경사거울

크리스탈 원더
MRS 93412 ............. 66,000원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이 용이한 키트 세트입니다.
규격

인삼염, 황산, 알루미늄, 칼륨, 석고, 접시, 용기,
주형틀 150㎖ 병과 뚜껑, 25㎖ 병과 뚜껑

에어 플로팅 글로브
MRS 93104 ............. 22,000원

역학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실험기기
규격

13 x 12 x 10cm

크리스탈 성장 화이트
MRS 93107 ............. 33,000원

간이 천체망원경
MRS 93097 .............33,000원

① 몸체(너트포함) ② 대물렌즈 및 커버 ③ 대
안렌즈 및 커버 ④ 삼각대 ⑤ 스크류
규격

13 x 10 x 8cm

잠망경(대형)
MRS 93099 .............66,000원

잠수함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주며 벽 등으로 막
힌 장소에서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잠망경을 이용 관찰할
수 있는 대형으로 제작된 잠망경입니다.
규격

배 100mm, 33cm~56cm 확장, ABS 몸체

전기자석
MRS 93105 ............. 39,600원

쉽게 전기 자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LED가 있다
규격

14 x 12 x 2.5cm

우리 몸속 탐구
MRS 96041 ................4,840원

체험
구성

511

·로켓발사장치 ·로켓 홀더 ·튜브
·에어 펌프 및 홀더 ·로켓

구성

황산, 알루미늄, 칼륨, 플라스틱 용기,
중소 측정 컵, 뚜껑, 화강암, 유리 돋보기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과 하는 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성 : 우리몸속기관 - 그림, PL판		
•제공물 : 실험지 & 탐구 보고서, 지도서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나일론합성 실험키트(5인용)
MRS 93978 .......................................... 66,000원

화성암의 생성 과정 실험세트(살롤구성 10인용)
MRS 93979 ........................................... 24,200원

고가의 염화아디프산과 헥사메틸렌디아
민용액을 반응시켜 직접 나일론을 뽑아
보며 나일론의 합성과정을 재미있게 이
해할 수 있습니다.

규격

별도
준비물

염화아디프산용액
5개(반응병에 들어있음),
헥사메틸렌디아민용액 1개,
식용색소, 세척액 1개, 투명컵
2개, 빨대 5개, 일회용장갑
5켤레, 일회용 스포이트 1개.
오븐 또는 드라이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생성되는 결정의 형태와 지표에서 급하게 식어
생성되는 결정의 형태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세트입니다.
규격
별도 준비물

살롤, 페트리디쉬 60mm, 플락스틱 시험관, 투명 컵,
비닐장갑
끓는물

탄산음료 만들기 실험세트(5인용)
MRS 93971 ............. 33,000원

식품 중 아질산나트륨(발색제)검출 실험키트(6종)
MRS 93972 ............... 24,200원

식품안전실험세트로서 딸기와 바나나 없이 색소와 설탕,
향료만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딸기우유를 쉽게
만들 수 있음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합성색소, 감미료, 에센스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식
품안전 실험세트로서 구연산과 탄산수소나트륨을 이용하여 발생되
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류와 어육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 생선의 알(명란젓 등)등의
색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을 간
단한 실험을 통해 검출해 볼 수 있습니다.

코치닐색소, 치자황색소, 바나나에센스,
딸기에센스, 각설탕, 스픈빨대,
뚜껑있는 투명병10개
별도준비물 흰우유 1리터

사이다에센스, 포도에센스, 합성색소(포도색),
액상과당, 감미료(아스파탐 또는 스테비아), 시트르산,
탄산수소나트륨, 스픈빨대, 뚜껑있는 투명병10개
별도준비물 시원한 생수 1리터

규격

립글로즈 만들기(스틱형 10개)
MRS 93973 .............. 26,400원

규격

규격

아질산테스트 A용액, 아질산테스트
B용액, 6홈판, 스포이트, 종이컵

별도
준비물

칼, 끓는물, 테스트할 햄, 소시지 등

천연 버물리 만들기 세트(스틱형 10개)
MRS 93975 ...............39,600원

모기가 싫어하는 향의 에센스오일들을 섞어 모
기퇴치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살균작용과 피부의 각종 트러블을 없애주는
천연재료들을 이용하여 버물리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

모기퇴치스프레이 만들기(스프레이 6개)
MRS 93974 ............. 33,000원

발명영재

바나나, 딸기우유 만들기 실험세트(5인용)
MRS 93970 .............. 24,200원

고가의 립밤(립글로즈)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
는 실험키트로서 밀납을 녹여 재료를 굳히는 과
정에서 물질의 녹는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초인퓨즈드오일, 밀납, 시어버터, 천연비타민E,
규격 사 과 에 센 스 , 알 루 미 늄 컵 , 나 무 젓 개 ,
스틱립글로즈용기 10개, 면장갑, 라벨 10장.
별도준비물 가열장치

규격

정제수(스프레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스프레이병 6개, 무수에탄올, 시트로
넬라에센스오일, 레몬글라스에센스오
일, 라벤더에센스오일, 유칼립투스에
센스오일, 종이컵, 나무젓개, 라벨 6개

자운고오일(또는 호호바오일), 달맞이오일, 올리브에스테르오일, 밀
납, 멘톨, 비타민E, 라벤더에센스오일, 티트리에센스오일, 페퍼민트에
센스오일, 립글로즈용기 10개, 면장갑, 알루미늄컵, 나무젓개, 라벨
별도준비물 가열장치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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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천체망원경 HT-mini v2(1인용)
MRS 93110 .............. 8,800원

2018~2019
사계절별자리 투영기(1인용)
MRS 93111 ............. 13,200원

조립식 천체망원경 40400(1인용)
MRS 93112 ............ 29,700원

접안렌즈
중간경통
초점조절경통

대물렌즈경통

렌즈후드

삼각대 고정부품이 있어 일반 카메라 삼각대(1/4인치볼트)에 장착가능합니다.
(삼각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물렌즈경통

[제품특징]
ㆍ 몸체는 재단이 완료된 우드락 공작.
ㆍ 3단 구성된 경통은 빠지지 않는 특수설계
ㆍ 별도의 도구 없이 제작가능.
ㆍ 대상별 초점거리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ㆍ 눈금자 인쇄 및 초점거리 측정용 자 포함.
ㆍ 완성 후 최대 45cm, 최소20cm으로 접이식.

3D스타스코프 v2(1인용)
MRS 93114 .............. 9,900원

[제품특징]
ㆍ 교과서에 나오는 계절별 별자리 학습교재.
ㆍ 어두운 곳에서 벽에 투영(초점조절)
ㆍ 계절별로 별자리선이 있는 필름과 선이 없는 필름, 총 8장 포함
ㆍ 초고휘도 특수LED를 사용
ㆍ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바로 제작.
ㆍ 조립 설명서 이외에 별자리찾기 학습자료포함

다리 근육 모형만들기(5인용)
MRS 96037 ................ 4,400원

[제품특징]
ㆍ 스스로 만들면서 실험하는 케플러식 굴절 천체망원경
ㆍ 2종류의 접안렌즈 포함(12.5mm=32배, 6mm=67배)
ㆍ 대물렌즈 및 반사경은 유리 재질로 내구성이 우수
ㆍ 대각미러 사용으로 관측이 편리
ㆍ 일부 플라스틱 부품 사용으로 내구성 및 조립성 향상
ㆍ 조립설명서 및 개별학습용 자료 포함
ㆍ 우드락공작시 편리한 보조 부품 포함

마찰 전기 제거제(5인용)
MRS 96038 ............... 12,100원

천구와 같은 내부를 관측

[제품특징]
ㆍ 별자리 찾기, 천체의 운동에 대한 학습
ㆍ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 가능
ㆍ 등급에 따른 별의 크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여 실제 밤하늘과 같은 느낌
ㆍ 별도의 도구 없이 바로 제작가능(조립시간 20~40분)
ㆍ 천체운동과 계절별 별자리 찾기 학습자료가 설명서에 포함
ㆍ 계절별 별자리 익히기, 천체의 운동 등에 관한 교과와 연계한 학습

필름놀이(5인용)
MRS 96039 .............. 19,800원

다리를 구부리고 펼 때 다리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성 : 쇠단추, 고무줄, 다리 근육 모형 전개도
•개인 준비물 : 투명테이프, 가위			
•제공물 : 실험지&탐구 보고서, 지도서			
•원리 : 다리를구부리고펼때 다리근육의 움직임.		
1. 다리를펼때는 허벅지근육은오므라들고 종아리근육은 늘어납니다.
2. 다리를굽힐때는 허벅지근육은늘어나고 종아리근육은오므라듭니다.

그림자 크기(5인용)
MRS 96040 ............... 6,600원

마찰 전기가 생기는 원리를 알고, 마찰 전기 제거제를 만들어봅니다
•구성 : EM효소 용액, 에탄올, 정제수, 색종이, 풍선, 소형 분무기, 스티커, 1회용 스포이트.
•개인준비물 : 헤어드라이어
•제공물 : 실험지&탐구 보고서, 지도서
•원리 : 마찰전기 제거제를 풍선에 잔뜩 붙어있는 전자에 약산성을 띠는 EM용액을 뿌리면 전자에 방
출되는 H+가 공급 돼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됩니다. 따라서 색종이는 풍선에 붙지 않게됩니다. 마
찰 전기 제거제에 사용된 EM용액은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을 수집 해 조합, 배양한 용액입니다.

마이크 만들기(5인용)
MRS 96042 .............. 16,500원

발명영재
체험

편광필름을 이용하여 실험 해 보고 사용되는 예를 알아봅니다		
•구성 : 페트리 접시, 편광필름, OHP필름.
•개인준비물 : 가위, 투명테이프
•제공물 : 실험지&탐구 보고서, 지도서
•원리 : 편광이란 빛이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 부분은 투명하게 빛
이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빛과 물체사이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그림자놀이를 해봅시다		
•구성 : 사각영 보드, 이쑤시개, 스티로폼 공, 기름종이, 상자 전개도.
•개인 준비물 : 투명테이프, 손전등, 가위, 유성펜			
•제공물 : 실험지 & 탐구 보고서, 지도서			
•원리 : 빛이 곧게 나가는 성질을 이용하여 광원과 물체의 가장 자리를 이어서 선을 그으면 물체의 그림자가 어
떤 모습일지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의 울림을 이용한 마이크를 만들어봅니다			
•구성 : 마이크 전개도,구멍 뚫린 플라스틱 그릇, 플라스틱 뚜껑, 용수철, 칼라 시트지.
•개인 준비물 : 투명테이프, 칼			
•제공물 : 실험지&탐구보고서, 지도서			
•원리 : 소리는 매질에의해 전달되는 종파입니다. 소리는 고체,액체,기체를통하여 전달되며진공상태에서는 전달
되지않습니다. 소리의속도는 일반적으로 고체>액체>기체순으로 나타납니다.

식물 압착기(5인용)
MRS 96043 .............. 19,800원

누에고치 실 뽑기(5인용)
MRS 96044 ................ 6,600원

식물의 한살이 미니북(5인용)
MRS 96045 .............. 15,400원

여러가지 식물의 잎을 관찰하고 생김새에 따라분류합니다.		
•구성 : 5인1세트 식물압착기세트(십자드라이버)		
•제공물 : 실험지 & 탐구보고서, 지도서
•원리 : 분류 기준을 정하여 나눌때 전체적인 모양이 둥근것과 길쭉한 것이라고 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물맥과 나란히맥인 경우 분류 가능한
것으로 국화류의 잎은 둥글지도 않고 길쭉하지도 않으므로 분류기준에서 제외되기 싶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는 분류 기준에 대하여 "예", "아니오"가 명
확한 이진 분류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잎의 생김새를 관찰할때에는 잎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관찰한 다음 각 부분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추가 누에고치 1개 500, 누에고치에서 직접 명주실을 뽑아보고 누에를 이용하는 여러가지 예를 알아봅시다
•구성 : 실패 전개도, 양면 테이프, 나무 젓가락, 누에고치 (5인 2개)
•개인 준비물 : 유리 막대, 비커, 페트리 접시, 칼, 풀, 알콜램프 세트, 500ml 비커
•제공물 : 실험지 & 탐구 보고서, 지도서
•원리 : 누에는 비단실을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길러왔습니다. 누에고치에서 뽑아 낸 실로만든 직물은 견직물 또는 비단, 명주라고합니다. 견직물은 우아한 광택
과 부드러운 촉감이 있으며 화려하기 때문에 고급 옷감, 스카프, 넥타이, 실내 장식품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누에 하나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는 1200~150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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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한살이를 알아보고 여러가지 식물의 한살이를 비교해 봅시다
•구성 : 플라스틱 병, 강낭콩, 옥수수, 탈지면, 식물의 한살이		
•개인 준비물 : 칼, 사인펜, 색연필, 핀셋		
•제공물 : 실험지 & 탐구 보고서,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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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빛합성실험2 RGB 삼각상자(1인용)
MRS 93117 ............... 8,800원

러브체커(5인용)
MRS 93118 ............... 24,200원

[제품특징]
ㆍ 새롭고 정확한 빛의 3원색 실험
ㆍ 기본 3색(빨, 녹, 파)의 정확한 표현
ㆍ 합성 4색(노랑, 자홍, 청록, 흰색)을 스위치
로 조절하여 확인 가능
ㆍ 빛의 색에 따라 변하는 물체의 색실험 가능
ㆍ 정확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전용 LED회로 포함
ㆍ 실험용 9V 건전지 포함으로 바로 실험
ㆍ 끼워 넣는 방식의 설계로 별다른 도구 없
이 바로 제작 가능

[제품특징]
ㆍ 미약한 전류를 증폭한 통전 실험
ㆍ 전류가 흐를 때 LED 불빛은 물론 부저음
이 함께 울려 시청각 효과
ㆍ 부품을 응용하여 새로운 회로 구성 가능
ㆍ 전용 캡슐이 있어 보관,이동이 편리
ㆍ 납땜, 기타공구 등이 필요없이 조립가능,
칼라설명서 제공.(건전지 포함)

빛합성실험 RGB박스(1인용)
MRS 93116 ............... 17,600원
새로운 빛의 삼원색 합성실험 키트!
빛의 삼원색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빛의 색에 따라 바뀌는 물체의 색을 학
습하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빛에 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빛을 막아
주는 빛가림 상자
[제품특징]
ㆍ LED를 이용한 빛의 삼원색 실험
ㆍ 빛의 색에 따라 달라지는 물체의 색을 관찰할
수 있는 박스 타입
ㆍ 고휘도 SMD LED 3개를 사용하여 밝고 선명한 색
ㆍ 기본색상 빨강, 초록, 파랑과 조합색 노랑, 마젠
타, 시안 및 3개의 색을 모두 합한 백색광(무색
광)을 모두 정확히 재현
ㆍ 주위의 빛을 최대한 가려주는 빛가림상자 포함
ㆍ 다른 준비물 없이 바로 조립 할 수 있는 우드락공작
ㆍ 실험용 9V건전지 포함으로 조립 후 바로 실험 가능

적외선경보기(5인용)
MRS 93119 ............ 27,500원

푸코의 진자(5인)
MRS 96036 ............. 15,400원

[제품특징]
ㆍ 고효율 소형 태양전지셀로 발전 하여 빛을 받으면 멜로디
가 나옴
ㆍ 간단한 제품구성으로 저학년도 간단히 조립, 실험 가능
ㆍ 전용 종이공작 상자 포함 (가위 필요)
ㆍ 태양전지 관련 다양한 실험
ㆍ 납땜, 기타공구 등이 필요없이 조립가능, 칼라설명
서 제공.

그림별자리투영기(5인용)
MRS 93121 ........... 33,000원

Hi-삼구의
MRS 94016 ............ 13,200원

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과학교재
해와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른 변화를 학습
지주 자전축의 기울기를 재현하여 계절의 변화를 학습
지구본에 지평좌표계를 학습할 수 있는 지평면 추가
위도와 경도위 변화에 따른 시간과 계절의 차이를 학습
별자리 카드 포함으로 계절별 별자리 학습
•완성품 : 95 x 248mm

터치손전등(5인용)
MRS 93122 ............ 27,500원

발명영재

[제품특징]
ㆍ 적외선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물체가 놓이면 경
보가 울림.
ㆍ 적외선센서의 원리를 실험
ㆍ 전용 종이공작 상자 포함 (가위와 풀이 필요)
ㆍ 납땜, 기타공구 등이 필요없이 조립가능, 칼라설명
서 제공.
(건전지 포함)

태양전지실험(10인용)
MRS 93120 ........... 44,000원

체험

푸코의 진자를 통해 지구의 자전을 이해합니다		
•구성 : 빨대, 고무 찰흙, 실, 지구 모형 그림판, 양면테이프, 영보
드, 하드 보드지, 할핀, 와셔
•제공물 : 실험지&탐구 보고서, 지도서			
•개인 준비물 : 가위, 자, 펜, 송곳			
•원리 : 진자를 북극 또는 남극에서 진동시키면 진동면이 지구
의 자전과 같은 주기(24항성시)로 회전하여, 푸코가 길이
67m의 실에 28kg의 추를 달고 파리(북위 48˚ 50´)에서
한 실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32시간에 진동면이 일주하
였습니다.

[제품특징]

[제품특징]

ㆍ 사계절 대표 별자리를 그림으로 학습

ㆍ 손만대면 불이 켜지는 회로 (트랜지스터의 증폭 실험)

ㆍ 전자의 기초인 전구에 불켜기 회로 학습

ㆍ 끼워 맞추는 방식의 회로 구성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바
로 제작 가능
ㆍ 실험용 건전지 AAA사이즈 2개 포함

ㆍ 끼우는 방식의 회로 구성으로 납땜이 필요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조립가능
ㆍ 가위, 풀 등이 필요없이 바로 제작 가능
ㆍ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 방안에 별빛을 비추는 별투영기로서 사용
ㆍ 3원색멀티 LED로 장식성이 우수

ㆍ 몸체는 우드락 공작으로 손쉽게 조립 가능
ㆍ 고휘도 확산형 LED를 사용하여 넓은 범위를 비춥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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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2018~2019
간이 소화기 만들기(5인용)
MRS 93124 ............... 24,200원

황도12궁 크리스탈 별자리 조명등
MRS 94084 ............... 28,600원

탄산수소나트륨과 식초가 만나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
기는데 이 기체는 공기보다 무거워 촛불 주변의 산소를 차단
하게 되므로 불이 꺼지게 됩니다.
5인용
규격

LED에 불이 들어오면 크리스탈 불과 광섬유에 빛이 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일 별자리를 만들어 보고 황도12궁
의 별자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인용
규격

야광 탱탱볼만들기(10인용)
MRS 96047 ................ 12,100원

자외선 탱탱볼만들기(10인용)
MRS 96048 ............... 14,300원

갈릴레이식 망원과 케플러식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장점을 이용한 망원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규격
1인용

•구성 : 야광 탱탱볼 가루, 탱탱볼 틀 10개
•특징 : 고탄력 PVA와 붕사를 혼합, 기존의 탱탱볼 보다 더
오래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 해 장기간 사용해도 부서
지지 않게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야광으로 사용이 가능
해 누구나 쉽게 만들수 있습니다.

•구성 : 자외선 탱탱볼 가루, 탱탱볼 틀 10개
•특징 : PVA와 붕사의 결합으로 플러버가 되는 원리를 이용.
햇빛을 받으면 분홍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자외선 탱탱볼 차
가운 물로도 누구나 손 쉽게 제작 가능 합니다.

자외선 탱탱볼 가루(50명분)
MRS 96049 .............. 39,600원

LED야광 탱탱볼만들기(10인용)
MRS 96050 ............... 16,500원

야광 탱탱볼 가루(50명분)
MRS 96051 ...............33,000원

•500g					
•특징 : 자외선 탱탱볼 만들 때 사용되는 재
료입니다.

•구성 : 야광 탱탱볼 가루, 탱탱볼 틀 10개, LED볼 10개
•특징 : 탱탱볼 제작 시 발광볼(LED볼)을 내장. 밤에는 야광으
로도 사용 가능. 충격을 주면 반짝반짝 불빛을 내는 신기한
LED야광 탱탱볼은 사이즈가 커서 잡기 쉽습니다.

•500g					
•특징 : 야광 탱탱볼, LED야광 탱탱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나만의 잠수부 만들기(5인용)
MRS 93132 ................ 13,200원

풍향 풍속계 만들기(10인용)
MRS 93129 ...............44,000원

LED크리스탈 광섬유 조명등만들기(5인용)
MRS 96052 ............... 14,300원

시험관 고속 수상보트만들기(부력실험)
MRS 96046 ..................6,600원

•구성 : 보트 도안 EVA, 시험관 3개, 프로펠러, 모터, 집게 달린 건전지 끼우개
•원리 : 물이나 공기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인 부력을 이용하여 시험관 고속 수상보트를 만들어 보고 그 원리에 대해
학습 해 보자.
규격
195x105x85mm

갈릴레이&케플러 망원경 만들기
MRS 93127 ..................5,500원

발명영재
체험

부력실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잠수부가 물에 뜰 정도의
밀도는 1보다 작은 값입니다. 물의 밀도가 1이므로 물보다
밀도가 낮은 잠수부는 물 위에 뜨게 됩니다. 페트병을 양쪽
에서 누르면 페트병 속의 수압이 커져 잠수부에 물이 차올
라 가라앉게 됩니다.
규격
5인용

515

바람이 부는 방향과 바람의 세기를 간이로 실
험하며 풍향, 풍속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
니다.
규격

10인용

•구성 : 투명 원통, 램프, 광섬유, 원형 EVA, 고흡수
성수지
•특징 : LED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멋진광섬유 조명
등을 만들어 보자		
규격

Φ35mm, 높이 1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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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달의 모양 변화(조트로프) 만들기-5인용
MRS 93136 ................. 5,500원

공중부양 자석팽이(일반형)(10인용)
MRS 96053 ............... 27,500원

조트로프란 회전하는 원형통의 틈새로 보이는 연속 그림의
스트립을 사용하는 초기 애니메이션 장치입니다.
규격
5인용

•구성 : 우주선 도면 EVA, 원형-삼각스티커, 자석, 중심축
•특징 : 자석의 힘만으로 공중에 떠 있는 자석팽이를 자석의 성질
(인력과 척력)에 대해 학습 해 보자
규격
10인용

멋진 야광 별자리 시계 만들기(5인용)
MRS 93139 ...............33,000원

모래시계 만들기(5인용)
MRS 93140 ................ 12,100원

•CD시계가 Upgrade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센스있게 STEAM 교육에 맞추어 특별
히 제작 되었습니다.
규격
5인용

색색가지의 모래들로 작고 귀여운 모래시계를 만들고 내가
만든 모래시계의 시간을 측정해 봅시다.

무한회전 공중부양 자석팽이(5인용)
MRS 94093 ............... 27,500원

바람으로 회전하는 공중부양 자석팽이(5인용)
MRS 94083 ............... 22,000원

공중부양 팽이를 이용하여 자기부상의 원리를 이해 할수 있
습니다.		

바람이 불면 공중에 떠 있는 자석중심축이 스스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부상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헬리콥터(5인용)
MRS 93135 ................ 11,000원

•간단한 조립으로 신나는 비행 체험
•프로펠러를 돌려 수직으로 이륙하는 비행장치 헬리콥터 비
행 원리 이해
규격
5인용

공중부양 자석팽이(프로펠러형)(10인용)
MRS 96054 ............... 28,600원

•구성 : 우주선 도면 EVA, 원형-삼각스티커, 자석, 중심축, 은박 프로펠
•특징 : 분해 조립이 간단하여 누구나 손 쉽게 만들수 있습니다. 공중 부양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은박 프로펠러를 달면 바람의 힘만으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규격
170x100x45mm

조립식 태양계 행성 퍼즐(5인용)
MRS 93997 ................ 14,300원

규격

56 x 56 x 56mm\

EVA 정육면체 만화경(5인용)
MRS 94096 ............... 22,000원

규격

5인용

규격

5인용

5인용

바람 조절 목걸이 휴대용 선풍기(5인용)
MRS 96056 ............... 27,500원

•구성 : EVA 도면, 플라스틱 거울, 도안지, 양면 테이프
•특징 : EVA에 그림을그리는 방식이 아닌 도안지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 끼워
넣는 방식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착시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

•구성 : 투명 원통, 모터, 스위치, 프로펠러, 건전지 끼우개,
목걸이 줄 외		
•특징 : 프로펠러의 위치를 조절하여 바람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체험

조립식 무한 착시 반사 거울(5인용)
MRS 96055 ............... 22,000원

발명영재

•구성 : EVA 도면, 행성 스티커		
•특징 : EVA 재질로 분해 조립 이용이 간단한 퍼즐 행성으로 우
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할 수 있다.

규격

여러개의 거울을 서로 붙여 다양한 모양을 보
이게 한 거울상자를 만화경이라고 합니다.
구성

EVA도면, 플라스틱거울, 못, 양면테이프

규격

80 x 80 x 75mm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Φ70 x 135 x 35mm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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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각도조절 휴대용 선풍기만들기(5인용)
MRS 96057 ................27,500원

•구성 : 투명 원통 2개, 모터, 스위치, 프로펠러, 건전지 끼우개, 빨대 외
•특징 : 자바라 빨대를 이용하여 프로펠러의 각도를 자유로
이 움직일 수 있는 선풍기
90 x 35 x 60mm
규격

2018~2019
태양 야광팔찌 만들기(10인용)
MRS 93148 ................ 12,100원

태양구슬과 야광구슬을 이용하여 나만의 독특한 팔찌 또는 핸드
폰고리를 만들어 봅시다. 실내에서 팔찌를 만들어 보고 밖에 나
가면 태양빛(자외선)에 의해 신기하게도 구슬색깔이 변하고 밤에
는 야광구슬이 어둠속에서 빛을 냅니다.

태양 야광팔찌/자외선 야광 겸용 팔찌(10인용)
MRS 93149 ................ 12,100원

자외선에 반응하는 야광 팔찌 만들기 입니다.

휴대용 송풍기 만들기(베르누이 원리 이해)
MRS 96059 ..................7,700원

풍선 CD호버크래프트만들기(10인용)
MRS 96060 ............... 15,400원

•구성 : 투명 원통 3개, 모터 2개, 스위치, 프로펠러 2개, 건전지 끼우개 외
•특징 : 프로펠러가 양방향으로 달려있어 선풍기 하나로 둘
이 같이 바람을 쐴 수 있는 휴대용 커플 선풍기입니다.
Φ70 x 150 x 100mm
규격

•구성 : 투명 원통, 모터, 스위치, 원형 프로펠러, 건전지 끼우개, 스티로폼 공 외
•특징 : 송풍기의 각도를 조절하여 스티로폼 공을 공중에 띄워
보면서 베르누이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교구
규격
215 x 100mm

•구성 : CD, 풍선, 투명판, EVA 4개		
•특징 : 땅이나 물 위를 한 뼘 정도의 높이로 떠서 날아가는 비행선인
호버크래프트의 원리를 풍선과 CD를 이용 해 만들어 보고 학습 해 보자
규격
Φ120mm, 높이 60mm정도

오뚜기 착시 회전 팽이(일반형)(LED형)(5인용)

스티커형 창의력 퍼즐큐브(옵션 선택)
MRS 96062 ............각 5,500원

천연보습 핸드크림만들기(10인용)
MRS 96063 ...............30,800원

휴대용 양방향 커플 선풍기(손잡이형)
MRS 96058 .................. 7,700원

MRS 96061 일반 6,600원/LED 8,800원

발명영재

(일반형)

(LED형)

•구성 : 일반형-투명 반구, 종이 원반, 양면 테이프, 상하 회전축, 쇠구슬, LED-발광 볼 추가
•원리 : 투명 반구 안의 쇠구슬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 계속 회전하는
팽이와 쓰러지지 않는 팽이의 무게 중심의 원리도 배워볼 수 있는 교구입니다.
규격
Φ90mm, 높이 63mm

로봇축구 경기장
MRS 93156 ............ 176,000원

①별자리 ②태양계 행성 ③문화재 ④세기국기 선택
•구성 : 퍼즐, 스티커			
•특징 : 아이큐, 이큐 를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57 x 5 7 x 57mm
규격

축구로봇
MRS 93157 ............. 88,000원

•구성 : 크림 용기, 은박 컵, 스윗 아몬드 오일, 글리세린, 유화왁스, 천연 보존제 외
•원리 : 물과 기름을 계면활성제의 도움으로 섞는 것을 유화라고 하며 이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라고 합니다. 겨울철 거친 손에 영양을 주고 부드럽게 만들어
보호하는 핸드크림을 만들어 보고, 핸드크림의 유화 원리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소금물 파워로봇
MRS 96080 ................. 9,900원

체험
골드프레임 2개 90도 프레임4개 일자프레임 18개 공이 들어 있
습니다. 프레임을 자유로 조정하여 길이조정이 가능합니다. 축구
로봇경기장, 어보이더경기장, 미로찾기 경기장,베틀로봇경기장,
진동로봇경기장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격
1200 x 780 x 100mm, 조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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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터필러 바퀴를 사용하여 이동성을 좋게 하였습니다. 프레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8대를 동시
에 사용할 수 있는 독립스페이스사용 간단한 리모콘 설정 방법 IR
센서 사용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규격
100 x 150 x 100mm,조립형(건전지 별매)

귀여운 소금물 파워 로봇을 조립 후 소금물을 떨어뜨리면 로
봇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소금 별도 준비)
규격

6 x 6 x 7cm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태양전지 종합 실험키트(태양광 주택 원리)
MRS 96076 ................ 16,500원

3V 80mA 태양 전지판 병렬 연결, 발전 선풍
기 실험, LED와 멜로디 동시 실험, 태양광 주
택 원리를 알아보는 신 재생 에너지 키트
규격

15 x 10 x 11.5cm

폐품 재활용 미니 태양광 자동차(창작용)
MRS 96073 ................13,200원

•3V 125mA 고출력 태양전지판 사용, 국산
기어 사용/고출력 저전류 모터 사용.
•여러가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나만의 태
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보세요.
규격

솜사탕 만들기
MRS 93247 ..............15,400원

•3V 고속 회전 솜사탕 기계 원리 이해 원심
력을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
•진짜 솜사탕이 잘 만들어 지는 과학 교구

완성 크기(재활용품 제외): 10 x 7 x 2.6cm

음성녹음기만들기(1인용)
MRS 96078 ................ 11,000원

자외선 야광 삼구의 팔찌만들기(10인용)
MRS 96100 ................ 12,100원

LED 지구본 만들기(5인용)
MRS 96066 ............. 22,000원

•고성능 미니 스피커 사용으로 최상의 음질.
15초간 녹음을 할 수 있는기능. 종이컵을
이용한 증폭 장치로 볼륨 업.
•납땜이 필요 없는 전자키트

3개의 구슬과 12개의 자외선 야광 비즈와 6개
의 자외선 야광 원형 비즈로 만들어 보는 삼
구의 팔찌. 삼구의와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륙지도. 대륙의 동물 스티커를 이용해 나만
의 LED 지구본을 만들어 봅니다.

에코 마이크만들기(10인용)
MRS 96069 ..............15,400원

매직 나비만들기(10인용)
MRS 96068 ............... 9,900원

마우스 트랩카 3.0
MRS 93195 ............. 22,000원

전기가 아닌 소리의 파동을 이용하여 마이크
의 효과를 내는 재미있는 과학 만들기입니다.

매직나비는 고무동력의 원리를 이용한 만들기
실험입니다. 고무동력으로 날개가 회전하면서
날아 가는 원리 입니다. 약30회~35회 정도 감
아 손바닥 또는 책갈피에 넣고 펼치면 나비가
고무동력의 원리로 날아가는 매직나비 입니다.

개인의 창작능력에 따라 속도와 주행거리, 방
향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차체, 바퀴, 동
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립하고 구
성할 수 있어 창의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
다.

천체크기 120mm, 지구본 71mm

150 x 7mm

발명영재

규격

규격

체험

규격

완성 시 지름7.5, 높이 21cm

규격

11cm X 12.8cm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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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2018~2019

모스글라이더(10인용)
.............
...........
MRS 93200
37,400원
22,000원

나만의 롤러코스터
.............55,000원
MRS 93203

내 맘대로 롤러코스터 만들기
.............33,000원
MRS 93197

내맘대로 롤러코스터 만들기 2
............. 39,600원
MRS 96065

동력 없이 오래 나는 비행기를 만
들어 보세요!
양력, 추진력, 마찰력, 공기저항,
베르누이의 정리, 유선형 비행기

테마파크에 새 놀이기구를 만들어
보세요!
에너지변환, 속력, 원운동, 원심력,
중력, 테마파크 디자인

내 맘대로 롤러코스터는 높이부터 모양
까지 내가 원하는대로 롤러코스터를 만
들 수 있는 교구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
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위치에너지가 운
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재미있는 롤
러코스터를 만들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는 교구입니다.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재미있는 롤러
코스터를 만들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레일(EVA), 레일 고정핀(플라스틱),
재질 수수깡연결관(플라스틱), 수수깡,
볼(플라스틱), 내맘대로 블록(EVA)
밑판블록 5세트, 수수깡 28개, 볼 2개,
구성 레일용 스폰지(4m) 1개, Y자 레일
고정핀 36개, 일자 수수깡 고정핀 36개

규격

10인용

규격

5인용

골드버그미니세트
MRS 93206 ........... 330,000원

내 맘대로 골드버그
MRS 93205 ............ 132,000원

엔트리봇
MRS 18002 ............44,000원
• 보드게임으로 배
우는 프로그래밍
• 친구들과 함께 놀며 배
우는 프로그래밍 기본
원리를 학습니다.
• 순차, 반복, 판단과
같은 프로그래밍의
핵심원리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한 논
리력과 문제해결력 향상

창의성을 향샹시키고,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골드버그장치 입니다.

규격
모듈

접이식 판넬 : 414 x 1220mm 2장(세움판, 바닥판)
지그재그모듈, 롤러코스터모듈,
도미노모듈, 풍선 터트리기 미션 모듈

미궁 속 골드버그 협곡을 탈출해 보세요!
골드버그 장치, 여러 가지 운동에너지 전환,
발명

LED 북극성과 길잡이별

규격

260 x 260 x 60mm

나만의 LED 별자리 만들기
MRS 93998 .............................................. 19,800원

북두칠성은 계절을 알려주는 거대한 천문시계입니다.
해가 지는 계절에 따라 북두칠성의 자루(손잡이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
이 틀리게 나타나는데, 봄에 해가 지면 북두칠성(국자모양)의 자루는 동
쪽을 가리키고 여름에는 남쪽, 가을에는 서쪽 그리고
겨울에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북두칠성의
자루를 보고 계절을 따지기도 했답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변하는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고 황도 12궁 별자
리를 LED로 만들어 보고, 스위치를 키며 별자리를 관찰 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준비물 : 송곳, 와이어스트리퍼, 가위

발명영재

MRS 94001 ...............................................17,600원

체험
규격
재질

519

238 x 180 x 21mm
우드락

구성

별자리 우드락 세트, 별자리 카드, LED 패널,고휘도 LED, 밤하늘
스티커, 9V 건전지, 9V 건전지 스냅, 빨간 전선, ON/OFF 스위치, 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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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ON-OFF LED풍력자동차
MRS 94087 ............... 8,800원

속도조절 거북선 풍력자동차
MRS 94082 .............. 11,000원

구리테이프를 이용한 제품으로 구리테이프의
성질과 전기전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터(위치에너지)의 위치에 따라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반응해 풍력자동차의 속도에 어떤 영향
을 끼치는지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고고씽 스톱 풍력 자동차(작용과 반작용)
MRS 94086 ................ 8,800원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규격

180 x 105 x 130mm

LED UFO회전팽이
MRS 94091 .............. 16,500원

빛의 삼원색과 원심력을 이용하여 착시현상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규격

5인용

대형 태양열조리기(조립형)
MRS 93258 ...........495,000원

시험관 수륙양용 풍력자동차
MRS 96107 ................ 6,600원

180 x 105 x 130mm

곡예비행 유턴부메랑 비행기
MRS 94078 ............... 4,400원

보조날개(승강타)를 이용하여 원을(U턴)그리며 돌아 올 수 있
게 고안된 비행체로 부메랑의 원리를 배워볼수 있습니다.
규격

240 x 170 x 70mm

규격

240 x 140 x 90mm

속도 조절 무당 벌레 진동로봇
MRS 96106 ............... 6,600원

규격
구성
특징

150x140x75mm
몸체 EVA, 모터 끼우개, 모터, EVA 다리, 양면 테이프 외
고속모터의 각도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달리 해 진동로봇의
진행 방향과 속도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SA-1 날개조절 글라이더
MRS 94079 ............... 6,600원

자이로 팽이만들기(고급형)
MRS 94092 ............. 22,000원

세계최초 자바라 빨대를 이용하여 날개각도를 구부려 비행기
날개구조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승강타, 방향타 학습효과)

레일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전하는 팽이를 통해 자석의 자화, 관성의 법칙
을 관찰할 수 있고 팽이만을 이용하여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2 in 1 제품입니다.

규격

240 x 190 x 80mm

속도조절 레이싱 풍력자동차
MRS 96108 ............... 9,900원

규격

5인용

우주선 진동로봇
MRS 96109 ................ 7,700원

발명영재

•원반 직경 150cm 대형 태양열조리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체험 학습교구

규격

체험

규격
구성
특징

195x105x90mm
보트 도안 EVA, 시험관, 프로펠러, 모터, 바퀴,
집게달린 건전지 끼우개
물에서도 씽씽, 육지 에서도 쌩쌩, 잘
달리는 수륙양용 풍력자동차입니다.

모터(위치에너지)의 위치에 따라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반응 해 풍력자
동차의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 체험 해 보는 학습 교구
규격
구성
특징

200x140x100mm
도면 EVA, 양면테이프, 모터, 바퀴, 모터 끼우개 외
모터 위치는 왜 항상 수평 상태로 일정 할까? 고정 관념을 깨뜨린
신개념 풍력자동차

규격
구성
특징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0x100x80mm
몸체 EVA 3개, 양면테이프, 모터, 진동 다리, 편축,
투명 반구 외
진동 다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진동로봇의 진행
방향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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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자기부상 풍향풍속계(5인용)
MRS 93291 ............. 22,000원

2018~2019
간이풍향풍속계(자기부상)-5인용
MRS 93265 ..............19,800원

자력을 이용 공
중에 떠서 마찰
없이 회전하는
신개념!
풍향풍속계

슬라임은 끈적끈적하고
흐물흐물한 물질을 말합
니다. 슬라임은 액체일까
요, 고체일까요? 나만의
특별한 슬라임을 만들며
우리 생활 주면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광섬유 화산 모형만들기(5인용)
MRS 96113 ..............24,200원

발명영재

화산이 분출하는 장면
을 본 적이 있나요? 화
산이 분출할 때에는 기
체,액체,고체 상태의 여
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
다. 화산의 특징을 살려
화산 모형을 만들어 보
고 색칠해 보며 화산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크기

체험

신기한 전자양초
와 볼 클레이의
만남!! 나만의 아
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 방도
멋지게 꾸며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에게 선물도 해
보세요~^^
크기

521

220mm x 190mm, 5인용

야광 액체괴물 만들기(야광 슬라임)(10인용)
MRS 96111 .............. 18,700원

폼 클레이 50g 5개 외

규격

10인용

간이 씽킹퍼티만들기(5인용)
MRS 96112 ............. 22,000원

어둠 속에서 빛
을 발하며 흘러
내리는 신기한
야광 슬라임~!
흐물흐물 바닥에 쏟아져
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
어요~ 고체일까요, 액체
일까요? 알쏭달쏭 야광
슬라임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아봅시다.

자석의 힘으로
움직이는 신기한
반죽! 간이 씽킹
퍼티를 창의적인
모양으로 다양하
게 움직여 보세
요.

광섬유 창작 클레이(10인용)
MRS 96114 ............. 22,000원

광섬유 그린 발전기
MRS 96115 ............... 9,900원

광섬유로 반
짝반짝 빛나
는 나만의 아
름다운 작품
을 만들어 보
자.

운동에너지가 전기에
너지로 전환되는 원리
를 이해하여 간이발전
기로 LED와 광섬유에
불을 밝히며 자연의 힘
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연구해 봅시다.

폼 클레이 50g 5개 외

진동에 반응하는 창작 클레이(10인용)
MRS 96116 ..............24,200원

운동이란 시간에 따
라 물체의 위치가 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
한 물체의 빠르기와
이동 시간을 알아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
제품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바
람이 부는 방향과 세기를
관찰, 이해하고 자기부상
의 원리까지 학습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의 반발력
을 이용하여 공중에 떠서
마찰 없이 회전하는 신개
념 풍향풍속계 입니다.
규격

컬러 액체괴물 만들기(컬러 슬라임)(10인용)
MRS 96110 .............. 17,600원

고무동력 수레(10인용)
MRS 93266 .............. 11,000원

규격

우드클레이 화산 모형만들기(5인용)
MRS 96117 ..............14,300원
화산의 특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화산이 분
출할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화산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170x70x20mm

터치램프 점토만들기(5인용)
MRS 96118 ............. 22,000원
전류가 통하는
점토를 만들어
회로도를 구성하
여 전해질과 도
체, 부도체를 알
아 봅시다. 손가
락으로도 LED에
불을 켤 수 있을
까요?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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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등대 미니촛불(5인용)
.............. 19,800원
MRS 96119

나만의 풍선 조명등만들기(10인용)
.............. 19,800원
MRS 96120

별자리 무드등(12면체)(5인용)
.............. 19,800원
MRS 96121

스마트폰 홀로그램(5인용)
................. 7,700원
MRS 96122

어두운 밤,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안내하는 등대! 내 마음속 한줄
기 빛을 심어줄 예쁜 등대를 만들어 볼까요?

풍선조명등 만들기에 사용되는 풍선
은 일반풍선과는 다른 풍선조명등 제
작에 맞춤형 풍선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 예쁜 스티커도 붙여봐요!!

12면체 별자리 무드 등을 통하여
별자리들의 아름다운 숨은 이야기
들을 들어봅시다.

홀로그램과 빛의 반사에 대하여 알
아보고 홀로그램이 입체적으로 보
이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물속 불꽃놀이-2(5인용)
..................22,000원
MRS 93276

모빌로 수평잡기(5인용)
.................. 16,500원
MRS 14041

UP-번개길만들기(5인용)
..............22,000원
MRS 96123

PS열쇠고리만들기(6종 1조)
.................4,840원
MRS 96124

진동감시 센서를 장착한 반짝이는
LED가 물속에서 불꽃 놀이를 펼
치고 있습니다. 부력, 진동감지 센
서, 자기력, 회전관성의 원리를 알
아볼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와 다른 친
구가 시소를 탈 때 앉는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균형이
맞을까요? 모빌로 수평잡기를 통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번개는 건기를 띤 구름들 사이, 구
름과 땅 사이에서 전기(적류)가 흐
르면서 밝은 빛을 내는 것을 말합
니다. 번개가 지나가는 길을 내 마
음대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가지 모양의 PS판을 예쁘게
색칠하여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
어 봅시다.

규격

50x50x110mm

규격

규격
규격

흰색, 가열후35 X 40mm
투명, 가열후35 X 40mm

310 x 45mm, 5인용

스캐니메이션(움직이는 그림)(10인용)
................... 12,100원
MRS 96267

앙부일구 만들기(HJ)
....................3,300원
MRS 93281

아로마향 꽃 만들기는 천연 아로마
향수와 신소재(고흡수성수지)를 이
용하여 간이 방향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압축펌프에 들어 있는 공기의 힘
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는
펌프로켓. 로켓의 원리를 배우면
서 여러 가지 즐거운 놀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압축 펌프 포함)

정지된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느
낌을 주는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
하여 알아 봅시다.

(준비물이 필요없음)
앙부일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해 그림자의
변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
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시계입니다.
가위,풀 등 일체의 준비물이 필요 없음

체험

발로 밟는 펌프에어로켓
....................6,600원
MRS 93279

발명영재

천연아로마향꽃 만들기(10인용)
.............. 24,200원
MRS 96125

구성

에센셜 오일, 꽃, 외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격

시반지름140mm x 높이60mm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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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여러가지 모양 철솜 가루만들기(5인용)
MRS 96126 ............. 22,000원
자석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철
솜 가루가 늘어
선 모양은 어떻
게 달라지는지
학습해 보고 자
기장에 대해 공
부해 봅시다!

2018~2019
연주하는 호루라기(5인용)
MRS 93283 ..............23,100원

날개 없는 USB선풍기만들기(건전지 겸용)
MRS 96127 ..............14,300원
부채질을 하거나
선풍기를 작동하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
을 뛰어넘은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
리를 알아봅시다.

호루라기와 주사기는 아
무 관계 없어 보이지만
그 둘이 만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악기로 변해 버
립니다. 호루라기와 주사
기를 이용하여 악기를 만
들어 보고 신나게 연주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규격

알루미늄 태그(목걸이) 만들기(5인용)
MRS 93285 .............. 17,600원
알루미늄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내가 원
하는 모양의 목걸이를
만들어 보고 부식과 염
화구리 수용액에 알루
미늄을 넣었을 때 기포
와 열이 발생 하는 과
정과 이온화 현상에 대
해 연구해 볼 수 있습
니다.

진공 청소기 5종게임(5인용)
MRS 96129 ............. 22,000원

발명영재

진공청소기는 어
떠한 원리로 먼지
와 쓰레기 등을
빨아들일 수 있을
까요? 진공청소
기의 원리를 학습
하고 여러가지 게
임을 즐겨봅시다.
크기

위그선 만들기(5인용)
MRS 93286 ..............14,300원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
지고 있으며 또한 이
무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을 무게중심 이라고
합니다. 균형 잡는 잠
자리의 무게 중심은 어
디에 있는 것일까요?

에어볼링(공기 대포)(5인용)
MRS 96131 ..............14,300원

조별로 팀을 만
들어 여러 개의
상자로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100x190mm

3D 입체태양계행성 만들기(10인용)
MRS 96134 ............. 22,000원

무게중심 균형 잠자리만들기(10인용)
MRS 96128 ..............14,300원

위그선은 물 위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초
고속 선박 기술과 수면
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
는 항공기술을 접목해
만든 첨단 선박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미노 볼링만들기(5인용)
MRS 96130 .............. 11,000원

95x40x170mm/AAM 건전지 2개 포함

공기의 힘을 이
용한 대포놀이!
볼링상자를 이용
하여 다양한 볼
링놀이 및 도미
노 놀이에 도전
해 보세요.
규격

컵 사이즈 Φ60x150mm

태양계 팔찌 만들기(10인용)
MRS 96136 ..............16,500원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직접 핸드폰 고리로 만
들어 봅니다.

팔찌를 팔에 살짝 내리치면 팔에 훅~ 감기는
신기한 팔찌!!
완성된 태양계팔찌를 손목에 차고 태양계를
관찰해 보세요.

체험

태양계행성 열쇠고리(5인용)
MRS 96135 ................5,500원

태양계 판에는 각 행성들의 크기와 자전, 공
전주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태양계에 대해 쉽
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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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K2-에어로켓(5인용)
MRS 93302 .............. 16,500원

터치램프(손전등)
MRS 93312 ............... 9,900원

K2-풍선로켓(행사용)-10인용
MRS 93305 ..............16,500원

학생들에게 뉴튼의 작용 반작용의 과학적 원리를 가장 손쉽
게 설명하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과학교구입니다.
손으로 압축저장 탱크를 누르면 10m 이상 안전하게 비행하
는 놀이교구로 멀리쏘기, 높이쏘기, 목표물 맞추기 등 다양
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실외 최고의 제품입니다.

두 개의 전극에 손을 대기만 하면 밝은 빛을
내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터치램프!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작용으로, 우리 몸을 통해 흐르
는 아주 약한 전류가 LED를 밝히는데 필요한
전류로 증폭됩니다.

압축 공기의 작용과 이의 반작용에 의해 방향이 반대인
하늘로 높이 발사될 수 있는 K2 풍선로켓 입니다. 리필용
풍선 사용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야외 행사 시 좋습니다.

UP-광섬유 별자리-2(사계절)-10인용
MRS 93315 ............. 26,400원

플러렌 축구공(5인용)
MRS 93308 ..............15,400원

칼라 스치로폼 공을 이용 수평잡기 놀이를 해
보세요. 우리의 손, 머리, 발등 및 과연 코 위
에서도 새는 수평을 잡을 수 있을까요?

광섬유와 폼 클레이로 제작하는 나만의 별자
리! 어두운 밤 침대 맡에 두고 내 별자리를 밝
혀 볼 수 있습니다.

플러렌이란 5각형과 6각형으로 이루어진 탄소 원자가 축구공
모양으로 연결된 분자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축구공을 만들면서 플러렌의 구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가변대포
MRS 93376 .............. 11,000원

다빈치 투석기
MRS 93377 .............. 11,000원

다빈치 외륜선
MRS 93380 .............. 11,000원

규격

규격
옵션

10인용
리필용 풍선 20개(별매)

5인용

춤추는 새 수평잡기(10인용)
MRS 93313 ............. 30,800원

ㆍ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공성전용 투석기

ㆍ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동력장치를 재현

ㆍ 상, 하, 좌, 우 각도조절이 가능한 발사 거치대

ㆍ 활형 탄성체로 구성된 발사장치 재현

ㆍ 태엽으로 외륜바퀴와 원형 노가 작동

발명영재

ㆍ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가변식 대포를 재현
ㆍ 실제 장전과 발사가 가능한 매커니즘

야광 손난로만들기(10인용)
MRS 96174 ..............15,400원

구성

구성

원리

아세트산 나트륨, 금속 똑딱이, 시온 용액, 파우치 지퍼 백 외
작은 충격에도 열을 내면서 쉽게 액체에서 고체로
굳어버리는 아세트산 나트륨의 성질을 이용하여
손난로를 만들어 보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색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아세트산 나트륨, 금속 똑딱이, 야광 가루, 파우치 지퍼 백 외
야광 가루를 섞어 어두운 곳에서도
야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이단 만화경 만들기
MRS 94097 ............... 4,400원

ㆍ 만화경을 돌려보면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는 만화경입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5mm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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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열변색 손난로만들기(10인용)
MRS 96173 .............. 15,400원

발명영재
풍력 자동차
MRS 93384 ...............11,000원

ㆍ 간단한 조립으로 바람의 힘이 동력으로
전달되는 원리 이해
ㆍ 날개의 선택 조립으로 풍속, 풍향에 따른
속도 조절 가능

전자 알람 경보시스템 만들기
MRS 93389 ..............16,500원

[학습내용]
전자알람 경보시스템 회로꾸미기, LED, 부저, 모터의 특성알
기, 빛과 소리를 이용한 전자제품의 원리
규격

140 x 140 x 160mm

솔라셀 롤러코스터 만들기
MRS 93395 ............. 29,700원

발명영재

[학습내용]
골드버그장치의 기계적 메커니즘, 멀티테스터 사용법과 발생
전압 측정하기, 빛의 세기에 따른 발생전압 차이
규격

180 x 180 x 160mm

체험

식물의 한살이 미니북 만들기
MRS 93222 .............. 14,300원

구성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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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한살이 포켓북, 식물의 한살이 스티커
(개인준비물 : 칼, 사인펜, 색연필)
5인용

2018~2019
전자 물시계 만들기
MRS 93387 .............. 16,500원

[학습내용]
전자물시계 구리, 아연판 직렬 연결하기
멀티테스터 사용법과 발생 전압 측정하기
용액 속 이 물질과 전자 이동의 관계
규격

140 x 140 x 160mm

망원경 만들기
MRS 93393 .............. 14,300원

[학습내용]
망원경 원리 이해하기, 망원경 조립시 주의할 사항
다양한 목적물 관찰하기
규격

140 x 140 x 160mm

천체망원경만들기
MRS 96177 ............. 38,500원

[학습내용]
특별한 공구 없이 간단하게 조립, 접안 렌즈부 거리 조절로 멀리 있는 물체도 초점을 맞추며 볼수있다.
단체활동, 산행, 스포츠 관람 시 사용 가능, 고성능 렌즈(20x, 30x, 40x) 채택
크기
조립시간

500x300x270mm
30~60분

계절별 별자리
MRS 93244 ............... 9,900원

별자리판은 특정한 날씨와 시간에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 조사하고 싶을 때 쓰면 좋습니
다. 회전하는 판을 돌려서 보고 싶은 날짜와 시각에 맞추면 원형 속에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규격

5인용

전기 선풍기 만들기
MRS 93388 ..............16,500원

[학습내용]
전기선풍기 회로꾸미기
모터의 전류방향에 따라 선풍기 날개 회전방향이 달라지는 이유
LED 및 소자를 직렬과 병렬 연결시 차이
규격

140 x 140 x 160mm

현미경 만들기
MRS 93394 ..............14,300원

[학습내용]
현미경원리 이해하기, 현미경 조립시 주의할 사항
다양한 목적물 관찰하기
규격

140 x 140 x 160mm

원목 테트리스-고급형
MRS 93403 ............. 22,000원

[학습내용]
게임을 통한 선의의 경쟁과 창의력 향상
규격

200 x 200 x 40mm

태양계 행성 특징
MRS 93413 .............. 12,100원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보고, 각 행성의 주요 특징을 알아 봅시다.
규격

5인용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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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스펙트럼 수경재배 어항 만들기
MRS 93212 .............. 14,300원

•식물이 좋아하는 LED가시광선 파장을 이용
•광효율은 높고 전기소모량이 적어 식물의 광합성을 촉진
•식물의 생육을 빠르고 튼튼하게 성장
•자연도 배우고 친환경 과학도 체험할 수 있는 과학교구

삼구의 만들기(5인용)
MRS 93417 ................ 9,900원

삼구의를 작동하면서 달이 지구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고 있음
을 알아봅니다.
규격

5인용

천문력(5인용)
MRS 93415 ............... 6,600원

정육면체 만화경 만들기(5인용)
MRS 93416 ..............19,800원

한 달 동안 변하는 달의 모양을 알아보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만화경은 거울의 반사를 이용하여 사물의 대칭을 보는것.
ㆍ 정육면체 만화경은 거울 6개가 하나의 물체를 반사하게 되
므로 바닥의 그림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규격

규격

실, 베틀 전개도
(개인준비물:가위, 자)
5인용

해시계&태양고도계
MRS 93423 ................ 6,600원

5인용

북두칠성의 공간 모형(5인용)
MRS 93419 .............. 17,600원

거울에 물체가 보이는 것은 빛이 거울에 반사하여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
니다. 이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좌우가 반대로 보이는데, 거울에 반사되어 물체에
비추어 보일 때는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반대로 보이는 것 입니다.

북두칠성은 큰곰자리의 고리에 해당하는 7개 별을 총칭하는
말로 그 모양이 국자 모양과 유사합니다.

DNA 구조 만들기(5인용)
MRS 93421 ..............19,800원

규격

규격

5인용

5인용

5인용, DNA염기 서열, DNA염기 서열
틀, 철사, 고무링, 탄두, 영보드

별자리 보기돔
MRS 93424 ............... 9,900원

미니 천구의
MRS 93422 ............... 8,800원

발명영재

구성

규격

요술 저금통 만들기(5인용)
MRS 93418 .............. 12,100원

규격

옷감 만들기(5인용)
MRS 93420 ............... 12,100원

5인용

앉아서 적도와 북극지방의 별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
규격
조립시간

A4
40분 이상

야광 별자리돔
MRS 93425 ............... 6,600원
체험

ㆍ 앙부일구의 원리와 동일한 해시계
ㆍ 조립시간 : 10분 이상

실제 중위도 지방의 밤하늘을 재현한 교재
규격

직경 18cm 높이 15cm

별들을 야광처리하여 축광 후 불을 끄고 보면
환상적 밤하늘을 연출합니다.
규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경 18cm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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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지구와 달 Ver 2.1
MRS 93426 ................ 8,800원

ㆍ 달의 위상 변화를 학습 할 수 있는 공작용 교재
ㆍ 계절별 별자리중 황도 12궁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공
작용 교재
ㆍ 지구본을 공작해 볼 수 있는 교재

3D 태양계 행성
MRS 93429 ................ 8,800원

태양계행성 8개를 직접 만들면서 태양계 공
부도 하고 완성한 뒤 벽에 걸면 나만의 태양
계가 만들어 집니다.

황도 12궁 별자리 이야기(5인용)
MRS 93432 ............. 22,000원

발명영재

별자리 이야기 책을 만들며 STEAM(스팀) 교
육을 할 수 있는 교재
규격

빨대 에어로켓(10인용)
MRS 93427 ..............14,300원

로켓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

규격

10인용

별자리 조견판(5인용)
MRS 93428 ..............16,500원

투명 PVC와 두꺼운 종이, 핀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회전으로
쉽게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제품

규격

5인용

입체 별자리 탐색기(5인용)
MRS 93430 ..............19,800원

미니 별자리돔(5인용)
MRS 93431 ............... 9,900원

전세계 가장 편리하게 천구의를 만들 수 있는
교재

공간지각능력 향상을 위한 3차원 돔 공작 및
별자리 학습 가능 제품

규격

5인용

스타파인더
MRS 93433 .............. 12,100원

중위도 지방에서 별을 찾아주는 교재

규격

5인용

다면체공 만들기
MRS 93434 .............. 11,000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다면체공을 만들수
있고 공간능력이 뛰어납니다.

5인용

반딧불이
체험

MRS 93435 ... S형 : 11,000원 / V형 : 15,400원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 불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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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소리 만들기
MRS 93436 ................ 7,700원

마찰을 이용하여 매미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격

나무 50 x 30mm

태양과 지구 달(삼구의)
MRS 96178 ............... 8,800원

1. 달의 위상 변화를 학습 할 수 있는 공작용 교재
2. 계절별 별자리 중 황도 12궁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공작용 교재
3. 칼, 가위, 풀 등의 도구 없이 뜯어서 끼워 만드는 방식
4. 특허등록 제10-1184214호, 조립시간30분이상, 포장규격:A3, 원산지:한국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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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일구 만들기
MRS 93438 ................ 9,900원

세팍타크로 공 만들기(5인용)
MRS 93448 ............... 8,800원

현무암만들기(10인용)
MRS 96189 ............. 22,000원

고급스러운 크래프트 박스 안에 16페이지의
올컬러판 자료집과 조립키트,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폐 노끈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공을 만들어 봄으
로써 도형과 공간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산활동으로 생기는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어 볼 수 있습니다. 석고반죽이 굳는 동안 구연산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생기는 구멍들이 현무암과 같은 구멍들을 만들게 됩니다.

마술저금통(10인)
MRS 96190 ..............24,200원

나만의 레이저포인터 만들기(6인)
MRS 69191 ............. 27,500원

거울의 착시 원리를 이용한 마술 저금통! 예쁘게 색칠해서 나
만의 마술 저금통을 만들어봐요.
규격

가로,세로 6.5cm

규격

5인용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나만의레이저
포인트!
규격

구성

석고가루,탄산수소나트륨,구연산,약수저,일회용스포
이트,종이컵10개,나무젓가락10개

거꾸로 올라가는 도깨비 바퀴 만들기
MRS 93456 .................7,700원

완성된 바퀴의 양쪽 끝을 나무로 통과 시켜 바퀴의 축을 만들
어 경사대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굴려 실험해 봅니다.

가로 12.5, 세로 3.7, 높이 2cm

디퓨저 만들기(5인)
MRS 96196 ........... 26,400원

석고가루, 수용성에센스, 모양틀 10개,
종이컵 10개, 나무스틱 10개, 빨대 5개,
일회용스포이드

직접 디퓨저를 만들어 보며 2~30분 후 부터
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룡 화석 발굴
MRS 93512 ................5,500원

숯 손난로만들기(5인용)
MRS 96201 ..............19,800원

시온 숯난로만들기(5인용)
MRS 96202 ..............16,500원

붓과 막대기를 이용하여 석고를 깨고 안에 들
어 있는 공룡을 찾아 내는 세트입니다.

※식은 후에도 물 한 스푼만 넣고 다시 흔들면 따뜻해집니다. 3회까지 재사용 가능합니다.

※식은 후에도 물 한 스푼만 넣고 다시 흔들면 따뜻해집니다. 3회까지 재사용 가능합니다.

고운 철가루 분말, 질석(보온재), 소금, 활성탄 (숯), 스푼
구성
5개, 종이컵 5개, 특수 부직포 5장
개인준비물 물, 열 봉합기 또는 스템플러

고운 철가루 분말, 질석(보온재), 소금, 활성탄 (숯), 스푼 5개, 종이컵
5개, 특수 부직포 5장, 시온 스티커 5개
개인준비물 물, 열 봉합기 또는 스템플러

구성

알지네이트, 석고가루, 수용성에센스, 주형틀 5개,
약수저 2개, 계량컵 5개, 나무젓개 5개, 종이컵 10개,
일회용스포이트, 빨대 3개, 지끈

구성

발명영재

석고 방향제 만들기세트(10인용)
MRS 96195 ........... 22,000원

공룡 화석 방향제 만들기세트(5인용)
MRS 96194 ............ 22,000원

체험

규격

100 x 50 x 50mm

구성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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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공룡화석 발굴놀이(벨로키랍토르)
MRS 98115 ............. 22,000원

공룡화석 발굴놀이(트리케라톱스)
MRS 98116 ............. 22,000원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여 조립해가는 과정
에서 실제 고고학자가 된 듯한 발굴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여 조립해가는 과정
에서 실제 고고학자가 된 듯한 발굴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여 조립해가는 과정
에서 실제 고고학자가 된 듯한 발굴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공룡화석 발굴놀이(스테고사우르스)
MRS 98117 ............. 22,000원

공룡화석 발굴놀이(맘모스)
MRS 98118 ............. 22,000원

공룡화석 발굴놀이(브라키오사우르스)
MRS 98119 ............. 22,000원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여 조립해가는 과정
에서 실제 고고학자가 된 듯한 발굴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여 조립해가는 과정
에서 실제 고고학자가 된 듯한 발굴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여 조립해가는 과정
에서 실제 고고학자가 된 듯한 발굴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청소로봇 만들기
MRS 98122 .............. 29,700원

틴캔로봇 만들기
MRS 98123 ............. 29,700원

스마트 로봇 만들기
MRS 98124 ............. 29,700원

진동으로 움직이는 청소로봇으로 먼지도 털
어내고 진동의 원리도 알아보세요.

친환경 실험세트로 우리 주변에 쉽게 버려지는 캔을 이용해 멋
진 로봇을 만들어 보며 실험을 통해 로봇이 움직이는 과학적 원
리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학 제품입니다.

리모콘이나 칩 없이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제품입니다.

풍력발전기 만들기
MRS 98125 ..............26,400원

친환경 건전지 만들기
MRS 98126 ............. 26,400원

나이트스카이
MRS 98127 ............. 22,000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
의 힘을 주변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건전
지의 힘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별자리 공부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내방에 담아보세요.

체험

공룡화석 발굴놀이(티라노사우르스)
MRS 98113 ............. 22,000원

친환경 실험세트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필
요성과 과학적 원리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에너
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환경 과학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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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사이언스
MRS 96205 ............. 26,400원

금속탐지기 로봇 만들기
MRS 98130 ............. 49,500원

버려진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미있는 7가지 과학실험!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해보는 7가지 과학실
험 키트입니다. 과학원리도 알아보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아이들과 금속탐지로봇도 만들어 보고 탐지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금속 찾기 게임도 해보
세요.

MRS 98131 ..............26,400원

자기부상실험
MRS 98132 ..............34,100원

만화경 만들기
MRS 98133 ............. 22,000원

정전기를 이용한 11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통
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현상이 어떤
원리인지 체험하며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력을 이용한 6가지 흥미로운 실험 활동
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원리 등의 다양한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빛나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어내
는 나만의 만화경을 만들어보는 제품입니다.

태양계모형 만들기
MRS 98128 ............. 22,000원

태양계의 행성을 순서에 맞게 조립하고, 물감으로 색
칠도 해보면서 각 행성의 특징도 알아보세요. 야광 물
감도 들어 있어 불을 끄면 멋있게 빛나는 태양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전기실험

웨더스테이션
MRS 98135 ............. 26,400원

클린워터
MRS 98136 ............. 26,400원

캔로봇 만들기
MRS 98140 ..............26,400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캔을 이용해 멋
진 곤충 로봇을 만들어 보며 실험을 통해 로
봇이 움직이는 과학적 원리와 함께 자연의 소
중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학 제품입니다.

자가 발전기 만들기(M)
MRS 98141 ............. 22,000원

수륙양용보트
MRS 98143 ............. 28,600원

인체 해부 입체퍼즐
MRS 93514 .............55,000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필요성과 과학적
원리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에너지의 소중
함을 알 수 있는 환경 과학제품입니다.

자동차일까요? 보트일까요? 무심코 버려지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수륙양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ㆍ 새로운 타입의 교육용 입체퍼즐로서 14cm 인체 해부 모델, 32개
부품으로 구성된 실물과 섬세하게 조형 된 작품입니다.
ㆍ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포함하며 학교나 병원 등 교육용으로 사용됩니다.
ㆍ 견본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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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과, 저온살균, 종류 3
가지 물 정화과정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 보
세요.

발명영재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날씨도 변하
지요? 날씨를 관측하고 기록해 보면서 내일
날씨도 예측해 보세요.

발명영재
두개골 해부 입체퍼즐
MRS 93515 .............55,000원

ㆍ 새로운 타입의 교육용 입체퍼즐로서 14cm 두개골 해부 모델,
39개 부품으로 구성된 실물과 섬세하게 조형 된 작품입니다.
ㆍ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포함하며 학교나 병원 등 교육용으로 사용됩니다.
ㆍ 견본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열기구 만들기
MRS 93581 ................ 5,500원

버너틀 통해 가열된 공기를 이용한 신나는 열
기구 만들기 입니다.

2018~2019
심장 해부 입체퍼즐
MRS 93516 ............. 66,000원

안구 해부 입체퍼즐
MRS 93517 .............66,000원

ㆍ 새로운 타입의 교육용 입체퍼즐로서 14cm 심장 해부 모델,
31개 부품으로 구성된 실물과 섬세하게 조형 된 작품입니다.
ㆍ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포함하며 학교나 병원 등 교육용으로 사용됩니다.
ㆍ 견본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ㆍ 새로운 타입의 교육용 입체퍼즐로서 14cm 안구 해부 모델,
35개 부품으로 구성된 실물과 섬세하게 조형 된 작품입니다.
ㆍ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포함하며 학교나 병원 등 교육용으로 사용됩니다.
ㆍ 견본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풍선헬리콥터(5인용)
MRS 93582 ................ 7,700원

LED부메랑비행기
MRS 96216 ................3,850원

헬리콥터의 원리를 이용한 풍선 헬리콥터

어두운 곳이나 밤에는 LED불을 켜주세요!
반짝 반짝 빛나는 부메랑 비행기가 된답니다.
규격

160mm(앞날개길이)  200mm(중심뼈대 세로길이

우드크래프트
MRS 93559
기초 : 3,300원

발명영재

개미(22cm)

리틀꿀벌(24cm)

복엽비행기(25cm)

매미

나 비 (33cm)

시조새

사마귀

초급 : 4,400원

체험

공 작 (25cm)

중급 : 5,500원

아파치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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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모양 변화(5개입)
MRS 93599 ............. 24,200원

달의 위치 변화(5개입)
MRS 96218 ............. 24,200원

풍향풍속계 만들기(5개입)
MRS 93616 ............. 28,600원

지구 둘레를 공전하므로 위치에 따라 햇빛을
반사시키는 면이 달라져서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판을 돌리면서 시간
대별 달의 위치와 달의 이름을 알아봅니다.

바람의 공기의 이동입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팔저울(5개입)
MRS 93620 ............. 28,600원

무 아레 무늬(5인용)
MRS 93635 .............. 17,600원

로봇블럭 시리즈(호퍼)
MRS 93715 ..............15,400원

우리의 눈이 잔상인 순간에 다른 그림이 들어오
면 눈은 그림이 연결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
래서 다리나 톱니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의력과 기계공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좌우대칭 구조를 생각하며 창의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
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조립 완성 후 전진과 후진이동이 가능하며 기본 모양 외에도 여러 부
품을 조합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로봇도 만들 수 있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양팔저울의 접시를 끼우는 위치에 따라 무게
의 균형이 달라진다. 물건의 무게에 따라 끼우
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봇블럭 시리즈(스피디)
MRS 93711 .............. 15,400원

규격

120PCS

머리뼈 만들기
MRS 93844 ............... 8,800원

창의력과 기계공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좌우대칭 구조를 생각하며 창의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
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조립 완성 후 전진과 후진이동이 가능하며 기본 모양 외에도 여러 부
품을 조합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로봇도 만들 수 있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규격

삼구의와 달의 위상 만들기
MRS 93822 .................7,700원

123PCS

천구의 만들기
MRS 93825 ................ 9,900원
체험

인체골격 학습과 머리뼈 만들기
완성모형크기
키 1m 40cm 기준의 머리뼈

창의력과 기계공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좌우대칭 구조를 생각하며 창의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
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조립 완성 후 전진과 후진이동이 가능하며 기본 모양 외에도 여러 부
품을 조합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로봇도 만들 수 있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저작권등록, 실용신안출원

저작권등록, 실용신안출원

3차원 머리뼈 만들기

로봇블럭 시리즈(스쿠터)
MRS 93714 .............. 15,400원

규격

122PCS

118PCS

재미있는 오토마타 삼구의와 달의 위상 만들기
만들기 소요시간
완성모형크기
구성

40분
12 x 13 x 13cm
학습서 4쪽, 공작 4면

발명영재

창의력과 기계공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좌우대칭 구조를 생각하며 창의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
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조립 완성 후 전진과 후진이동이 가능하며 기본 모양 외에도 여러 부
품을 조합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로봇도 만들 수 있는 스팀교육용 로봇입니다.

로봇블럭 시리즈(크라울러)
MRS 93712 ..............15,400원

규격

3차원 야광 천구의 만들기
천구 및 24절기 학습과 별자리가
야광(축광)처리된 천구의 만들기
직경 180mm
완성모형크기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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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달 만들기

2018~2019

MRS 93826 ............... 6,600원

우리별 위성 만들기
MRS 93829 ............... 6,600원

저작권등록, 실용신안출원

저작권등록, 실용신안출원

3차원 달 만들기
달의 위상 학슴과 달의 지형과 지명이
표기된 월면구 만들기
직경 130mm
완성모형크기

앙부일구만들기(K)
MRS 93833 ............... 8,800원
저작권등록, 실용신안출원

해시계 휴대용 앙부일구 만들기
지구의 자전에 의한 시간 측정 및 공전에 의한 24절기 학습, 휴대용 해시계 앙부일구 만들기
완성모형크기
5 x 9 x 2.5cm

스페이스-돔
MRS 93836 ..............23,100원

발명영재

반/구/형/ 야/광/ 별/자/리 스페이스-돔
스페이스-돔 만들기 부품, 별자리 학습도서 합본
48 x 48 x 22cm
완성모형크기

종이비행기 에어쇼
MRS 93839 ..............23,100원

인공위성의 역할과 구조 우리별 위성만들기
인공위성의 구조 및 역할 학습과 우리별 위성 만들기
완성모형크기
20 x 6.3 x 6.5cm

지구의 구조 만들기
MRS 93834 .................7,700원

아리안 로켓 만들기
MRS 93830 ..............16,500원
저작권등록, 실용신안출원

로켓의 원리와 구조 아리안 로켓 만들기
발사체(로켓) 구조 및 원리 학습과 아리안 4호 로켓 만들기
완성모형크기
72 x 18 x 18cm

태양계-모빌
MRS 93835 ............. 28,600원

저작권등록, 실용신안출원

푸른별 지구의 구조 만들기
지구의 구조 학습과 지각과 맨틀, 외핵,
내핵이 분리된 지구의 만들기
직경 134mm
완성모형크기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
MRS 93837 .............. 23,100원

우/주/로/ 가/는/ 여/객/기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 만들기 부품, 전시용 줄과 걸이판, 도서 합본
완성모형크기
58 x 26 x 23cm

747 점보여객기
MRS 93840 .............. 23,100원

발/명/특/허/ 제0461040호 태양계-모빌
행성모형크기(각cm)
완성모형크기

태양 18, 수성5.5, 금성9, 지구9, 화성 7.5, 목성 14,
토성 13, 천왕성 11, 해왕성 10.5, 명오아성 4.5
70 x 60 x 70cm(모빌 포함)

우리별위성 아리안로켓
MRS 93838 ..............23,100원

인/공/위/성/과 발/사/체 우리별위성 아리안로켓
완성모형크기

우리별위성 20 x 6.3 x 6.5cm
아리안로켓 72 x 18 x 18cm

3차원 인체모형
MRS 93841 ............. 38,500원

체험
즐/겁/게/ 배/우/는/ 비/행/의/ 원/리 종이비행기 에어쇼
종이비행기 4종(F-22, 유로화이터, 수호이-27, T-50) 총 8대의 세
계 각국의 최신예 전투기 만들기 부품
비행성능을 증폭시키는 비행발사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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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역/학/적/ 입/체/모/형 747 점보여객기
점보여객기 만들기 부품, 전시용 받침대, 도서합본
동체 길이 64cm,
완성모형크기
날개길이 58cm

신/비/한/ 인/체/ 탐/험 3차원 인체모형
인체골격 만들기 부품, 전시용 줄과 걸이판
완성모형크기(키)
1m 40c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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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나침반만들기
MRS-93847

가루물질의 반응
MRS-93845

가격 : 8,800원

발명영재

색모래지층모형만들기
MRS-93854

가격 : 8,800원

부표만들기
MRS-93879

화석체험
MRS-93855

체험

가격 : 7,700원

가격 : 6,600원

가격 : 9,9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534

발명영재

2018~2019

수평시소게임
MRS-93852

가격 : 7,700원

모형현무암만들기
MRS-93859

가격 : 6,600원

발명영재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MRS-93853

모형편마암만들기
MRS-93877

가격 : 6,600원

빛의 직진상사
MRS-93851

체험
가격 : 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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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7,700원

마그마화산모델
MRS-93858

가격 : 6,600원

간이정수기만들기
MRS-93850

가격 : 7,7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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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과 상대습도실험
MRS-93884

대기압관찰기만들기
MRS-93862

가격 : 9,900원

가격 :6,600원

수증기를 이용한 2가지 실험
MRS-93866

산성용액의 2가지 반응검사
MRS-93870

가격 : 9,900원

발명영재

산과 염기의 분류 2가지 실험
MRS-93868

체험

가격 : 11,000원

가격 : 9,9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536

발명영재
폐모형만들기
MRS-93875

가격 : 7,700원

2018~2019

숨쉬는 비눗 방울
MRS-93846

가격 : 8,800원

간이수질검사키트
MRS-93881

가격 : 8,800원

발명영재

기체모음장치만들기
MRS-93874

침의 역할 실험
MRS-93876

가격 : 8,800원

볼록렌즈 사진기
MRS-93860

가격 : 9,900원

2종류의 잠수함 만들기
MRS-93882

체험
가격 : 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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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합 9,900원

MRS

2018~2019 Total Mirae Science Catalog

3가지 기체 만들기
MRS-93880

가격 : 11,000원

LED손전등만들기
MRS-96264

가격 : 6,600원

가격 : 6,600원

콜라전지만들기
MRS-93872

가격 : 8,800원

촛불의 연소조건
MRS-93883

발명영재

회전별판전동기
MRS-93878

전해질 전기회로
MRS-93871

비누고체연료만들기
MRS-93873

체험

가격 : 6,600원

가격 : 8,800원

가격 : 7,700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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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2018~2019

3D Puzzle 뜯어 만드는 세상 - 우드락과 종이로 만든 제품으로 가위나 칼, 풀이 필요없는 입체 퍼즐

첨성대

숭례문(中)

MRS 93925 ................ 3,300원

MRS 93943 ................5,500원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시대의
천문대입니다.

도성의 정문이자 성곽의 정문인 숭례문은 우
리나라 국보 제1호입니다.

수원화성

우주왕복선은 스페이스 셔틀이라고도 하며 우주공간과 지구 사이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인 우주선으로서
지구 근반의 우주공간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MRS 93946 ................ 5,500원

MRS 93947 ................5,500원

거중기(칼라)
MRS 93948 ................5,500원

수원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 때 만들어진 성으
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
유하고 있습니다.

세종 16년(1434)에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
든 해시계입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돌과 같이 무거운 물
건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MRS 96248 ................ 5,500원

해시계

우주 왕복선
MRS 93959 ................3,300원

거북선

발명영재

불국사와 대웅전 앞 뜰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
탑에 대해 알아봅시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알려져 있
는 조선시대 수군의 돌격전용 특수 군선으로
왜구를 격퇴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기에 가
장 좋은 지역인 남반구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 2019년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스테고사우르스(S)
MRS 93964 ................ 4,400원

트리케라톱스(S)
MRS 93965 ............... 4,400원

티라노사우르스(S)
MRS 93966 ............... 4,400원

스테고사우르스는 등에 난 골판과 골창이 특
징인 검룡류 중 가장 잘 알려진 공룡으로 느
릿느릿 움직이는 대형 초식 공룡입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코 위에 짧은 것 하나, 눈 위
에 긴 것 두 개 해서 모두 세 개의 뿔을 가지
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르스는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크
고 힘센 육식 공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험

MRS 93950 ... 중:5,500원/대:11,000원

거대 마젤란 망원경
MRS 93955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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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스쿨

네오엘보II

MRS 99044 ............................................ 28,600원

MRS 93045 ........ 하드케이스 포함 : 165,000원
MRS 99045

<제품패키지>
<제품패키지>

<아이템 모습>
<교재>
전국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실험실습용 교구재입니다. 전
자회로 실습의 기본이 되는 필수 회로 7개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중학교 기술/가정 7종 교과서의 모든 아이템에 해당합니다.
아이템 -	자동자명종(전자새), 도난경보기(전자경보기/전자블록경보
기), 전자새소리(초인종), 전자싸이렌, 전자깜빡이, 수위경보
기(TR이용경보기), 전자 부저

광통신 키트
MRS 99046 ............................................ 28,600원

스쿨미니
MRS 99047 ....................................... 각 14,300원

<전자 경보기>

<전자 깜빡이>

발명영재

<제품패키지>

전자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자과학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제품은 전자부품의 역할을 배우는 기초실험부터 부품의 조합을 통해
여러 현상을 만드는 응용실험, 무선통신과 광통신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과 고급 사용자를 위한 종합 디지털회로 실험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총 52가지 실험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새소리>

체험

<송신부 및 수신부>
LED 빛에 소리를 전송하는 광통신 키트
첨단 조명산업에도 활용되고 있는 LED를 통해 멜로디/노래 등 여러 가
지 소리를 전송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싸이렌>

<차광 릴레이>

스쿨미니는 네오스쿨을 아이템별로 분리한 제품입니다. 이 중 전자경보
기는 센서 역할을 하는 선이 있으며 이 선이 블록에서 빠지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출입문에 장착하여 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울게 하는 등 다양
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어 완성 후 전시
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540

발명영재

2018~2019

신브레드 보드
브레드보드 A형(208)
MRS 99001 ............. 55,000원

브레드보드 B형(206)
MRS 99002 .............44,000원

브레드보드 C형(202)
MRS 99003 .............44,000원

규격

규격

규격

특징

220 x 240mm
보드전용 스피커 내장, 보드 사용방법
매뉴얼 내장, 기사자격 검정시험
전용보드, 스프링 크립 특수설계

특징

185 x 240mm
보드전용 스피커 내장, 보드 사용방법
매뉴얼 내장, 보드전용 스피커 내장,
보드 사용방법 매뉴얼 내장, 스프링
크립 특수설계, 다양한 회로구성
전용보드 검정시험 전용보드, 스프링
크립 특수설계

특징

130 x 145mm
초·중교 대회용 전용보드, 입력 9V
건전지 및 어댑터 전원 사용, 출력
DC 9V, DC 6V, DC 3V 전원활용,
내부스피커 내장, 전원부와 보드 연결
1:1 점퍼선 내장, 보드사용방법 내장,
꾸며볼 수 있는 키트 1세트 내장,
스프링 크립 특수설계

발명영재

브레드보드 E형(204)
MRS 99004 ............. 33,000원

브레드보드 전원장치
MRS 99005 .............33,000원

연결핀 세트(대형)
MRS 99006 ............. 27,500원

규격

규격

규격

특징

140 x 225mm
보드전용 스피커 내장, 보드 사용방법
매뉴얼 내장, 스프링 크립 특수설계,
다양한 회로구성 전용모드

특징

80 x 45mm
초·중교 대회용 전용장치, 내부 스피커
내장, 전원부와 보드연결용 1:1 점퍼선
내장(별도구매 가능), 입력 9V 건전지
및 어댑터 전원사용, 출력 DC 9V, DC
6V, DC 3V 전원활용

버저

브레드보드용 3V 전지홀더
MRS 99007 ................................................1.650원

MRS 36206
체험

특징

구분
멜로디 부저
A형
B형

541

특징

225 x 120mm
브레드보드 전용 점퍼와이어 키트,
10종 점퍼핀 25개씩 내장, 7가지 색상
사이즈별 구성, 기본 전자부품 내장,
튼튼한 케이스 설계

규격
1.5V
원형 3V

가격(원)
3,300원
2,750원
3,300원

보드용 스냅(0.65mm 단선),
보드판에 견고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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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브레드보드용

키트류

MRS

KT-10 싸이렌
.................... 7,700원
MRS 99008

KT-11 1곡 멜로디
.................... 7,700원
MRS 99009

※ 브레드보드는 별도 구입

신브레드보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키트를 만들어보자.

KT-13 초인종
....................9,900원
MRS 99011

KT-14 깜빡이
....................6,600원
MRS 99012

KT-15 1W엠프
....................9,900원
MRS 99013

KT-16 새소리
.................... 7,700원
MRS 99014

KT-17 10진 카운터
.................. 16,500원
MRS 99015

KT-18 광전새소리
.................... 7,700원
MRS 99016

KT-19 로간싸이렌
.................... 7,700원
MRS 99017

KT-20 산새소리
.................. 14,300원
MRS 99018

KT-21 전자새소리
...................11,000원
MRS 99019

KT-22 종소리
.................. 13,200원
MRS 99020

KT-23 CDS 경보기
....................8,800원
MRS 99021

발명영재

KT-12 조명새
....................8,800원
MRS 99010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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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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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2018~2019

자석S극 감지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29 ............. 39,600원

습도감지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0 ............. 39,600원

태양광충전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1 .............44,000원

막대자석으로 S극일때 불이 켜짐을 확인하여
페라이트자석의 N극 S극을 유추할 수 있습니
다.

센서에 입김을 불어 습도가 높아지면 불이 켜
지고 건조되어 습도가 낮아지면 불이 꺼집니
다.

빛이 있을때 슈퍼콘덴서에 전기가 충전되어
어두워지면 (태양전지판을 손으로 가리면) 불
이 켜집니다.

진동로봇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2 .............. 41,800원

지진감지기 충격감지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3 ............. 48,400원

윳놀이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4 ............. 48,400원

모터의 진동으로 움직입니다. (뒤집으면 동작
을 멈춥니다.)

흔들거나 충격을 주면 경고음과 함께 불이 점
멸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와 함께 불이 깜박이다
멈춤니다. (불이 켜진 개수에 따라 도 개 걸
윳 모) 불이 랜덤으로 켜집니다.

색조절 빛합성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5 ............. 44,000원

콘덴서 방전 타이머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6 ............. 28,600원

발명영재

(가변저항을 돌려) 빛의 강약을 조절하여 여
러 색을 만듭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다 콘덴서의 방전
이 끝나면 꺼집니다.

적외선 발광 수광 회로 (장애물감지)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8 ............. 28,600원

빛합성기 회로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9 ............. 28,600원

정전기 감지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37 ..............26,400원

정전기를 가까이 하면 불이 켜집니다.

불어서 켜는 촛불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0 ............. 28,600원

체험
적외선 발광소자와 수광소자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불빛이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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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색의 빛을 합성합니다.

마이크를 향해 입으로 불면 불이 켜집니다.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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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멜로디 방문알림이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1 ............. 39,600원

멜로디 전기박사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2 ............. 28,600원

자석을 리드스위치에 가까이 하면 멜로디가
나옵니다.

도체를 선에 연결하여 도통이 되면 멜로디가
나옵니다.

콘덴서의 이해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4 ............. 28,600원

3로 스위치 계단 스위치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5 ............. 26,400원

잡으면 통하는 손감지 멜로디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6 ............. 29,700원

스위치를 켰다 끈후 스위치를 누르면 콘덴서
의 방전으로 불이 켜집니다.

양쪽 스위치를 이용하여 불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양쪽 선을 잡으면 몸을 통해 회로가 연결되어
멜로디가 나옵니다.

어두우면 켜지는 자동조명등 수면등 취침등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7 ............. 28,600원

기울기 깜빡이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3 ............. 29,700원

기울어 지면 불이 깜빡입니다.

어두워지면 광센서의 저항이 증가하며 불이
켜지는 회로입니다.

밝아지면 광센서의 저항이 감소하며 불이 켜
지는 회로입니다.

손의 건조도에 따라 저항이 달라져 불빛의 깜
박임이 달라지는 회로입니다.

단선 경보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50 ............. 28,600원

깜빡이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51 ............. 28,600원

기울이면 불이 켜지는 회로만들기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52 ............. 28,600원

선이 회로에서 빠지면 (칩임이 감지되면) 경
보음이 울립니다.

TR이 번갈아 동작함에 따라 불빛도 번갈아
점멸합니다.

체험

러브미터 러브체커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9 ..............26,400원

발명영재

아침이 되면 멜로디가 울리는 회로 5인용(브레드보드)
MRS 74248 ............. 28,600원

기울어 지면 회로가 연결되어 불이 켜집니다.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명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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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2019

초음파 신장계
MRS 86200 ����������������������������������������������������������������������������������������������������������������������������������������� 1,595,000원
ㆍ 초음파측정으로 인하여 정확한 신장측정이 가능.
ㆍ 초음파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10cm 이하의 높이도 측정가능.
ㆍ 내부보정 온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높이오차를 보존
해 주어 정확한 신장측정이 가능.
ㆍ BMI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스크린에 표시.
ㆍ 내장된 RS232 포트 프린터 또는
PC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
ㆍ 몸무게 / 키 / BMI를 백라이트가 장착된 넓
은 LCD 디스플레이로 쉽게 확인이 가능.
ㆍ 본초음파신장기는 분해조립이 가능하여 이동에 용이

신장계
HEAD

신장,체중,비만도 측정기
MRS 85001 ���������������������������������������������������������������������� 1,210,000원

모델

HS-300BMI

최대용량

300kg

최소표시

0.05kg

신장측정범위

80cm - 210cm

신장측정최소표시

0.5cm

BMI 측정

가능

RS 232

계량팬

가능
Input: AC 100-240V
Output: DC 12V/1A
430 x 390 mm

전원

626 x 416 x 2300mm

전원

신장 측정기
MRS 85002 .......... 264,000원

신장, 체중, 비만도(BMI)를 자동으로 측정하
는 제품입니다.
측정범위
크기

90~200cm, 10~200kg
2200(H) x 330(W) x 526(L), 12kg

신장

시력표(전기식)
MRS 85004 .......... 440,000원

시력표(아트지)
MRS 85005 ..............14,300원

기타
신체검사
규격

545

700 X 300mm 220V 60Hz

규격

700 X 300mm

200cm

차안기
MRS 85006 .............. 11,00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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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스포이드
MRS 86201 ...............................................8,800원

혈압계(디지털)
MRS 85010 ...........................................110,000원

혈압계에 사용하는 스
포이드입니다.

•디지털식으로 수치 확인이 편리함
•혈압과 맥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음
30~ 280mmHg

40~200회/분

오차범위

±3mmHg

±5%

체온계(디지털식)
MRS 85013 ............. 22,000원

색신부
MRS 85008

규격

측정범위

초등용

88,000원

중·고용

99,000원

규격

측정범위 32~42℃

귀 체온계(고급형)
MRS 17000 .............66,000원

2중 적외선 필터를 사용한 최첨단 체온계입니다.
·측정 오류 알림·필터 장착 확인·무음 기능
·조명 기능

규격
전원

유리컵

구리테이프

MRS 86008 ................ 1,650원

MRS 86007

폭 2.5cm
폭 5cm

규격

38,500원
77,000원

규격

10개入

풍선펌프

찌통

에나멜 선
MRS 86010 ............. 38,500원

약 200ml

핸드폰고리
MRS 86009 ................ 1,430원

기타

규격

측정 범위: 0 ~ 100℃, 작동온도범위 : 10 ~ 0℃
온도표시단위 : 0.1℃, 메모리기능 : 최대 10회 저장
CR2032 X 1개(포함)

MRS 86012 ................5,500원

MRS 86011

실과

규
격
규격

0.3mm, 0.5mm, 1mm 중 선택

용수철용 Ø15X200(뚜껑 1개)
펜플롯용 Ø15X500(뚜껑 6개)
찌통 Ø15X1500
마개

770원
1,100원
1,650원
55원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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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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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세트(25종)
MRS 86013 .......................................... 176,000원

구성

공구세트(23종)
MRS 86014 .......................................... 154,000원

25종

구성

전기전자 공구세트
MRS 86015 .......................................... 154,000원

다용도 공구세트
MRS 86016 .......................................... 176,000원

전기전자 실험 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한데 모아 편리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기초실험에 필요한 공구들을 모아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줄자(2m), 테스터기, 전선테이프, 납흡입기, 납땜기(30W), 땜납,
스트립플라이어, 칼, 붓, 족집게, 순간 접착제, 롱노즈플라이어,
다이거널플라이어, 스페너, 손전등, -/+드라이버 8종, -드라이버,
‘T’형 스크류드라이버 핸들, 스크류드라이버 비트 10종, 소켓 12종,
소켓 커넥터, 플라스틱 케이스 入

구성

줄자, 전선테이프, 칼, 붓, 스페너, 양쪽스패너 6종, 컴비네이션
플라이어, 롱노즈플라이어, 워터펌프 플라이어, 락플라이어,
-/+드라이버 4종, ‘T’형 스크류드라이버 핸들, 스크류드라이버
핸들, 스크류드라이어 비트 20종, 랫치스패너 핸들 2종, 스파크
소켓, 연결용 바, 핸드톱, 망치, 8각렌치 8종, 두께 측정기,
플라이틱 케이스

기타

공구세트
MRS 86017

실과
A형(초등용)
구분
A형(초등용)
B형(중등용)
C형(고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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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종

B형(중등용)

C형(고등용)

구성

가격(원)
110,000
121,000
121,000

-/+드라이버 각 5종이상, 펜치 2종, 니퍼,
플라이어, 망치, 나무톱, 쇠톱, 줄톱, 줄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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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입체
MRS 86024 ...........594,000원

색에는 각각의 밝기, 색상, 선명도를 갖고 있지
만 그 속성(3요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색채 감각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입니다. 이
모형은 308색의 색표를 이용하여 색상별로 명
도와 채도의 높낮이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구성

렌즈페이퍼
MRS 86004 ............. 33,000원

규격

렌즈세척용 16절 100매입

똑딱 핀
MRS 86006 ..............14,300원

규격

100개入

아크릴판 차트 12매, 작은 양면
색상지, 양면 유채색 접착시트, 12색상,
명도 9단계, 설명서 포함 회전식

10색환

20색환

MRS 86025 .............. 19,800원

MRS 86026 ..............19,800원

전기인두(권총식)
MRS 86028 ............. 33,000원

전기인두(세라믹 터보)
MRS 86029 ............. 28,600원

10색환 + 20색환
MRS 86027 ..............19,800원

전기인두(일자형)
MRS 86030

기타
실과

전원
부속품

AC 220V/60Hz. 30W/70W
더블파워(터보)방식
약 30W→기판, IC, 저항, 콘덴서용
약 70W→스위치, 전선, 커넥터, 단자용
안전커버, 스프링 납포함

전원

AC 220V/60Hz

규격

20W/200W MAX, HI/LOW 셀렉터
고출력 세라믹히터, 땜납융해 약 10초

부속품

60W
30W

AC 220V 60W
AC 220V 30W

18,700원
12,100원

안전커버, 스프링 납포함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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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납 제거기
MRS 86031 ............. 11,000원

2018~2019

인두 받침대
MRS 86032 ............. 11,000원

쇠톱
MRS 86033 ............. 11,000원

규격
구성

400 x 120mm
쇠파이프 등을 자를 때 사용

글루건심

글루건
MRS 86035 .............. 16,500원

포장용지, 목재가공품, 플라스틱, 조화완구 등
다양한 제품의 접착에 사용

규격

규격
구성

규격

11.3mm
800g(봉지)

10개입 200mm

실납
MRS 86037

MRS 86041 ..............16,500원

MRS 86039

MRS 86034 ...............4,400원

MRS 86036 ..............13,200원

카터니퍼

줄세트

쇠톱 날

100g
1kg

피복 벗기개
MRS 86042 .............. 11,000원

기타
실과
나무, 쇠파이프 등 날카로운 부분을 곱게 만
들 때 사용
규격
가격

549

180mm
5종
10종

44,000원
55,000원

U.S.A

7,700원
66,000원

전선 등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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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노즈플라이어
MRS 86043 .............16,500원

규격

150mm

니퍼

펜치

MRS 86044 .............16,500원

규격

장도리
MRS 86047 ...............11,000원

못을 박거나 뺄 때 사용

150mm

MRS 86045 .............16,500원

규격

케이스 90 x 140mm

비닐 접착기
MRS 86050 ............. 77,000원

비닐백을 봉합할 때 사용
규격

바이스

그라인더

300 x 85 x 130mm
220V 250W
접착면 길이 : 20cm

전기드릴
MRS 86054 ...........165,000원

규격

규격

실과

MRS 86053 ...........275,000원

기타

MRS 86052 ............. 66,000원

MRS 86060 .............16,500원

150mm

시계 드라이버 세트
MRS 86048 ................5,500원

규격

강철솜

기계공작에서 공작물을 끼워 고정하는 기구
입니다.
규격

1/2HP 양두연삭기

1/4HP 드릴날 1~6.4m/m 1조 포함

75mm 강제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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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2019
실패

축광(야광)가루
MRS 86056 .............. 27,500원

규격

MRS 86059 ....................880원

품명 받침대
MRS 86062 ................3,300원

교구명을 적어 교구제품 앞에 놓아두면 교구
를 분류 정리하는데 편리합니다.

100g

규격

MRS 86063 .......... 각 4,400원

스티로폼 구
MRS 86064 .......... 각 2,750원

전원
색상

규격

식용색소

1g 30개입
적색, 황색, 분홍색, 초록색

고무찰흙(10색)
MRS 86066 ................ 1,100원

Ø2cm 40개입
Ø3cm 15개입
Ø5cm 8개입

필름통
MRS 86067 ............. 각 550원

80 x 60mm

스티로폼 판
MRS 86065

규격

두부틀
MRS 86068 ............... 7,700원

450 x 340 x 15mm
100 x 500 x 50mm
200 x 400 x 30mm

두부천
MRS 86069 ............... 2,200원

기타
실과
규격
구성

551

13 x 80mm
10색 1조

규격

흰색, 투명, 검정

규격

95 x 70 x 60mm정도

1,650원
2,750원
2,200원

규격

450X450mm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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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봉투

모형시계
MRS 86001 ............. 55,000원

규격

MRS 86002 .............. 17,600원

400 x 400mm,
전면부착으로 사용이 편리함

규격

100매

규격

MRS 86073 ................. 1,980원

군번줄 100개入

발광다이오드
MRS 86075 .............. 각 220원

발광다이오드(고휘도)

이어폰잭

열쇠고리줄
MRS 86003 ............... 6,600원

MRS 86074

과일전지, 다니엘전지, 물전지 등 다양한 전
지만들기에 LED전구로 사용

규
격

리드스위치
MRS 86076 ................. 1,320원

28mm

시소 스위치
MRS 86079 ................... 770원

3,300원
5,500원
5,500원
6,600원
6,600원
2,200원
3,300원

Ø5mm

MRS 86078 ................ 1,650원

MRS 86077

Ø10mm x 500mm

2,750원

Ø10mm x 200mm

880원

버튼 스위치
MRS 86080 ................... 770원

규격

스피커

플라스틱 막대

규격

색상 : 빨강, 노랑, 녹색

규격

슬라이딩 스위치
MRS 86081 ...................550원

기타

규격

적색 Ø5mm, 2.4V 10개입
노랑 Ø5mm, 3V 10개입
파랑 Ø5mm, 3V 10개입
초록 Ø5mm, 3V 10개입
흰색 Ø5mm, 3V 10개입
3색 2P Ø5mm, 3V 1개당
3색 4P Ø5mm, 3V 1개당

0.5W / 8Ω, 지름 55mm

널판지
MRS 86087
실과

규
격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양고도용
(450 x 450 x 10mm)
빗면실험용
(150 x 800 x 10mm)

8,800원
6,600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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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2019

MRS 86083 ............... 6,600원

MRS 86082

규격

금속막대

구리선

철사

Ø1mm x 10M(선팽창용)
Ø0.5mm x 10M

규격

3,300원
6,600원

MRS 86084

Ø1mm x 10M(선팽창용)

가격
규격

금속판

유리판

가격

규격
100 x 100mm
100 x 150mm
150 x 150mm
200 x 200mm

간유리
990원
2,200원
4,400원

건전지

유리
550원
1,320원
1,650원
1,980원

기타

MRS 86090

MRS 86089

규격
구리
철
알루미늄 아연
100 x
1,650원 990원 990원 1,650원
100mm
150 x
3,300원 1,650원 1,540원 3,300원
150mm
200 x
6,600원 3,300원 2,200원 6,600원
200mm

수은 건전지

규격

거즈

MRS 86091

1,430원
1,650원
1,430원

비닐관

MRS 86086

MRS 86085

철
구리
알루미늄
Ø4 x 300mm(열전도용)

MRS 86092

주사기용 Ø3mm x 1M
어항용 Ø4mm x 1M
Ø10mm x 1M
수도용 Ø16mm x 1M

440원
550원
1,320원
2,750원

솜(탈지면)
MRS 86093

실과
규격

553

1.5V AAA
AA
CM
DM
9V FC
6V 4FM

440원
440원
770원
880원
1,980원
4,400원

규격

LR41
LR44
CR2025
CR1616

1,320원
1,320원
1,320원
1,650원

50 x 50mm 200入 13,200원
규
100 x 100mm 200入 17,600원
격
45 x 1,800mm (롤) 17,600원

규격

450g
50g

11,000원
2,750원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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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번호

제품명

영문표기

화학식

규격

가격(원)

1

1인산나트륨(인산2수소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basic

NaH2PO4

시)500g

14,300

2

2인산나트륨(인산1수소나트륨)

Sodium Phosphate dibasic

Na2HPO4

시)500g

14,300

3

1인산암모늄(인산2수소암모늄)

Ammonium Phosphate, monobasic

NH4H2PO4

시)500g

14,300

4

2인산암모늄(인산1수소암모늄)

Ammonium Phosphate, dibasic

(NH4)2HPO4

시)500g

14,300

5

1인산칼륨(인산2수소칼륨)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KH2PO4

시)500g

15,400

6

2인산칼륨(인산1수소칼륨)

Potassium Phosphate, dibasic

K2HPO4

시)500g

15,400

7

제2인산칼륨용액 5%

5% Potassium Phosphate, Solution

K2HPO4

화)450ml

9,900

8

1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Ca(H2PO4)2

시)500g

15,400

9

2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dibasic

CaHPO4

시)500g

15,400

10

n-부탄올(n-부틸알콜)

n-Butanol

C4H10O

시)500ml

14,300

11

2-부탄올

2-Butanol(sec-Butanol)

C4H10O

시)500ml

19,800

12

t-부탄올

tert-Butyl Alcohol(2-Methyl-2Propanol)

(CH3)3COH

시)500ml

19,800

13

n-프로필알콜(n-프로판올)

n-Propyl Alcohol

C3H8O

시)500ml

15,400

14

a-아밀라아제

A-Amylase

C6H5NH2

시)25g

55,000

15

BTB분말

Bromothymol Blue

C27H28Br2O5S

시)25g

44,000

16

BTB용액(녹색)

Bromothymol Blue Solution

C27H28Br2O5S

화)450ml

6,600

17

BTB용액(청색)

Bromothymol Blue Solution

C27H28Br2O5S

화)450ml

8,800

18

EM원액

Effective Microorganisms

화)500ml

19,800

19

L(+)-아스코빈산(비타민C)

L-Ascorbic Acid

C6H8O6

시)25g

13,200

20

m-크레졸

m-Cresol

CH3C6H4OH

시)500ml

77,000

21

n-헥산

n-Hexane

CH3(CH2)6NH2

시)500ml

11,000

22

PTC용액(0.13%)

PhenylThioCarbamide, Solution

화)450ml

11,000

23

PVA가루

Polyvinyl Alcohol

(C2H4O)n

시)500g

22,000

24

PVA가루

Polyvinyl Alcohol

(C2H4O)n

화)450g

16,500

(C2H4O)n

25

PVA가루

PolyVinyl Alcohol

26

PVA풀

PolyVinyl Alcohol, Glue

화)1Kg

33,000

화)450g

8,800

27

간수분말(염화마그네슘)

Bittern Powder

두부제조용

화)450g

8,800

28

간수분말(염화칼슘)

Bittern Powder

두부제조용

화)450g

4,400

29

간수용액

Bittern

두부제조용

화)450ml

4,400

갈락토오스

D(-)Galactose

C6H12O6

시)25g

33,000

31

갈락토오스용액 5%

5% D(-)Galactose, Solution

C6H12O6

화)450ml

14,300

32

고흡수성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

분말형

화)450g

22,000

33

고흡수성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

구슬형

화)450g

44,000

34

고흡수성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

투명구슬형

화)450g

66,000

골분(조개껍데기가루)

Bone Dust

화)450g

8,800

과당

Levulose(D-Fructose)

C6H12O6

시)25g

11,000

37

과망간산칼륨용액 0.1%, 0.1M,
0.025M

Potassium Permanganate, Solution

KMnO4

화)450ml

9,900

38

과산화수소 3%

3% Hydrogen Peroxide

H2O2

화)450g

6,600

39

구리가루

Cupper Powder

Cu

시)500g

66,000

40

구리리본

Cupper Libbon

Cu

시)50g

33,000

41

구리조각

Cupper Plate

Cu

화)300g

15,400

42

구연산(시트르산)

Citric Acid

C6H8O7

시)500g

16,500

43

구연산(시트르산)(식품첨가용)

Citric Acid

C6H8O7

화)450g

9,9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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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tribasic dihydrate

C6H5Na3O7·2H2O

시)500g

22,000

45

구연산나트륨용액 3.8%

Sodium Citrate, Solution 3.8%

C6H5Na3O7

화)450ml

8,800

46

구연산제2철암모늄

Iron(Ⅲ) Ammonium Citrate

FeSo4(NH4)SO4

시)500g

77,000

47

규사(석영사)

Quartz Sand

시)500g

77,000

48

규산나트륨용액

Sodium Silicate, Solution

Na2SiO3

시)500g

11,000

49

규산나트륨용액

Sodium Silicate, Solution

Na2SiO3

화)450g

5,500

50

글리세린

Glycerin(Glycerol)

C3H8O3

시)500g

16,500

C3H8O3

51

글리세린

Glycerin(Glycerol)

화)450g

7,700

52

김사스테인

Giemsa Stain

시)25g

77,000

53

김사액

Giemsa Stain Solution

화)100mL

12,100

54

김사액

Giemsa Stain Solution

화)450ml

19,800

55

끓임쪽(비등석)

Boiling Chips

화)450g

13,200

56

나프탈렌

Naphthalene

C10H8

시)500g

14,300

57

나프탈렌

Naphthalene

C10H8

화)450g

11,000

58

납리본

Lead Ribbon

Pb

시)50g

19,800

59

납조각(화)

Lead Plate

Pb

화)300g

11,000

60

네슬러시약

Nessler's Solution

시)500ml

44,000

61

네슬러시약

Nessler's Solution

화)1L

38,500

62

녹말(가용성)

Starch, Soluble

시)500g

26,400

63

녹말(옥수수)

Starch, Corn

시)500g

15,400

64

녹말(옥수수)

Starch, Corn

화)450g

4,840

65

녹말용액 1%, 10%

Starch Solution

화)450ml

12,100

66

니켈리본

Nickel Ribbon

Ni

시)50g

55,000

67

닌히드린

Ninhydrine

C9H4O3

시)25g

99,000

68

닌히드린용액

Ninhydrine Solution

화)450ml

16,500

69

단백질용액(5% 펩톤용액)

Protein Solution(5% Peptone
Solution)

화)450ml

27,500

70

대리석

Marble Stone

화)450g

4,400

71

딸기향

Strawberry Flavor

화)100mL

15,400

72

딸기향

Strawberry Flavor

화)450ml

77,000

73

라벤더향

Lavender Oil

화)100mL

55,000

74

라벤더향

Lavender Oil

화)450mL

242,000

75

라우릴산(로르산,라우르산)

Lauric Acid(Dodecanoic Acid)

시)500g

19,800

76

라이트염색약

Wright Stain, Solution

화)100mL

9,900

77

라이트염색약

Wright Stain, Solution

화)450ml

24,200

78

라텍스

Latex

79

락토스(유당)

Lactose

80

레몬오일

81

CH3(CH2)10COOH

화)1.5 L

40,700

시)500g

19,800

Lemon Flavor

화)100mL

15,400

로즈마리오일

Rosemary Oil

화)100mL

48,400

82

롯셀염(타르타르산나트륨칼륨)

Potassium Sodium Tartrate

시)500g

22,000

83

루골액

Lugol's Solution

화)450ml

22,000

84

루미놀

Luminol

시)5g

198,000

85

루미놀용액

Luminol Test Solution

화)450ml

44,000

86

리튬(금속)

Lithium Metal

시)25g

198,000

87

리트머스

Litmus Granular

시)25g

55,000

C12H22O11

C4H4KNaO6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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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mus Solution

화)100mL

9,900

Litmus Solution

화)450ml

22,000

90

링거액

Ringer's Solution

화)450ml

15,400

91

마그네슘가루

Magnesium Powder

Mg

시)500g

55,000

92

마그네슘리본

Magnesium Ribbon

Mg

시)25g

36,300

93

마그네슘조각

Magnesium turnings

Mg

시)25g

22,000

94

마그네슘조각

Magnesium turnings

Mg

화)25g

11,000

95

만능지시약

Universal Indicator

화)450ml

33,000

96

말토스(엿당)

Maltose

C12H22O11

시)25g

7,000

97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Metabisulfite

Na2S2O5

시)500g

19,800

98

메틸레드

Methyl Red

C15H15N3O2

시)25g

19,800

99

메틸레드용액

Methyl Red Solution

화)450ml

13,200

100

메틸렌블루

Methylene Blue

시)25g

13,200

101

메틸렌블루용액

Methylene Blue Solution

C16H18CIN3S

화)450ml

13,200

102

메틸바이올렛용액

Methyl Violet Solution

화)450ml

39,600

103

메틸셀룰로오즈

Methyl Cellose

시)500g

132,000

104

메틸셀룰로오즈용액 5%

5% Methyl Cellose Solution

화)450ml

24,200

Methyl Orange

시)25g

19,800

Methyl Orange Solution

C14H14N3NaO3S

화)100mL

7,700

107

메틸오렌지용액

Methyl Orange Solution

화)450ml

11,000

108

무수초산(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

(CH3CO)2O

시)500ml

27,500

109

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1%)

1% Sodium Hydroxide Solution

NaOH

화)450ml

4,400

110

묽은암모니아수(9%)

9% Ammonia Water

NH4OH

화)450ml

4,400

111

묽은염산(10%)

10% Hydrocholic Acid

HCl

화)450ml

4,400

112

묽은요오드용액

Iodine Solution, Diluted

I2

화)450ml

9,900

113

묽은인산(10%)

Phosphoric Acid, Diluted

H3PO4

화)450ml

9,900

114

묽은황산(15%)

15% Sulfuric Acid

H2SO4

화)450ml

5,500

115

바나나향

Banana Flavor

화)100ml

24,200

116

바나나향

Banana Flavor

화)450ml

66,000

117

바세린

Vaseline, White

시)500g

17,600

118

바세린

Vaseline

화)450g

8,800

119

박하유

Peppermint Oil

화)100mL

28,600

120

백반

Potassium Aluminium
Sulfate(Potassium Alum)

AlK(SO4)2

시)500g

15,400

121

백반(덩어리)

Alum(Ammonium Aluminium Sulfate)

(NH4)Al(So4)2

화)450g

7,700

122

백반분말

Alum Powder(Ammonium Aluminium
Sulfate)

(NH4)Al(So4)2

화)450ml

8,800

123

버퍼솔루션(pH표준용액) pH1 ~
pH13

Buffer Solution pH 1 ~ 13

개별가

시)500ml

13,200

124

베네딕트용액

Benedict Solution

화)450ml

13,200

125

붕사(붕산나트륨)

Borax(Sodium Borate)

Na2B4O7

시)500g

15,400

126

붕사(붕산나트륨)

Borax(Sodium Borate)

Na2B4O7

화)450g

4,840

127

붕사용액(붕산나트륨용액) 10%

Sodium Borate, Solution

Na2B4O7

화)450ml

9,900

128

붕산

Boric Acid

H3BO3

시)500g

15,400

129

붕산

Boric Acid

H3BO3

화)450g

5,5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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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붕산용액 1.5%

1.5% Boric Acid, Solution

H3BO3

화)450ml

9,900

131

뷰렛용액

Biuret Solution

A,B용액 세트

화)450ml

16,500

132

브롬크레졸그린용액(BCG 용액)

Bromocresol Green, Solution

C21H14Br4O5S

화)450ml

44,000

133

브롬화나트륨

Sodium Bromide

NaBr

시)500g

27,500

134

브롬화나트륨용액 5%

5% Sodium Bromide

NaBr

화)450ml

11,000

135

브롬화칼륨

Potassium Bromide

KBr

시)500g

28,600

136

비누베이스

Soap Base

1kg

15,400

137

사삼산화철(사산화삼철)

Iron(II,III) Oxide, Black

Fe3O4

시)500g

28,600

138

사삼산화철(사산화삼철)

Iron(II,III) Oxide, Black

Fe3O4

화)450g

22,000

139

사프라닌용액

Safranine Solution

C20H19CIN4

화)450ml

22,000

140

산화아연

Zine Oxide

ZnO

시)500g

16,500

141

산화은

Siver Oxide

Ag2O3

시)25g

242,000

142

산화제2구리

Copper (Ⅱ) Oxide(Cuprous Oxide)

CuO

시)500g

38,500

143

산화제2철

Iron(Ⅲ) Oxide(Ferric Oxide, Red)

Fe2O3

시)500g

19,800

144

산화칼슘(생석회)

Calcium Oxide

CaO

시)500g

13,200

145

산화칼슘(생석회)

Calcium Oxide

CaO

화)450g

9,900

146

살롤(페닐살리실산)

Phenyl Salicylate

C13H10O3

시)25g

77,000

147

살롤(페닐살리실산)

Phenyl Salicylate

C13H10O3

시)250g

220,000

148

살리실산

Salicylic Acid

C6H4(OH)COOH

시)500g

22,000

149

석고가루

Gypsum Powder

화)1Kg

5,500

150

석고가루

Gypsum Powder

화)450g

4,400

151

석유에테르

Petroleum Ether

시)500ml

14,300

152

석회석(알갱이조각)

Lime Stone

화)450ml

4,400

153

석회수(수산화칼슘용액)

Lime Water(Calcium Hydroxide
Solution)

화)450ml

4,400

154

세무론

화)450ml

5,500

155

세무론

화)1L

6,600

156

세무론

화)1.5L

7,700

157

소독용알콜

Ethyl Alcohol 70-75％

화)450ml

8,800

158

송진가루

Pine Resin, Powder

화)450g

11,000

159

송화가루

Pine Pollen

화)50g

19,800

160

수단III 분말

Sudan III

C22H16N4O

시)25g

26,400

161

수단III용액

Sudan III Solution

C22H16N4O

시)500ml

13,200

162

수산화나트륨용액 0.01M, 0.1M,
1M

Sodium Hydroxide Solution

NaOH

화)450ml

9,900

163

수산화나트륨용액 2%

Sodium Hydroxide Solution

NaOH

화)450ml

9,900

164

수산화나트륨용액 1%

1% Sodium Hydroxide Solution

NaOH

화)450ml

4,400

165

수산화마그네슘

Magnesium Hydroxide

Mg(OH)2

시)500g

16,500

166

수산화바륨

Barium Hydroxide octahydrate

Ba(OH)2·8H2O

시)500g

15,400

167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Ca(OH)2

시)500g

15,400

168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Ca(OH)2

화)450g

4,400

169

수크로스(설탕)

D(+)-Sucrose (Saccharose)

C12H22O11

시)500g

16,500

170

수크로스용액(설탕용액) 0.1M,
0.5M

D(+)-Sucrose, Solution

C12H22O11

화)450ml

9,900

171

"수크로스용액(설탕용액)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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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 2%,
5%, 10%,
15%,
20%"

D(+)-Sucrose, Solution

C12H22O11

화)450ml

9,900

172

스테아린산

Stearic Acid(Octadecanoic Acid)

CH3(CH2)16COOH

시)500g

19,800

173

시안화은산칼륨용액 0.1M

0.1Mol Potassium Silver Cyanide,
Solution

KAg(NO)3

화)450ml

88,000

174

시트르산(구연산)

Citric Acid

C6H8O7

시)500g

16,500

175

시트르산(구연산)(식품첨가용)

Citric Acid

C6H8O7

화)450g

9,900

176

시트르산용액 10%

10% Citric Acid, Solution

C6H8O7

화)450ml

11,000

177

시트르산나트륨(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Trisodium citrate)

C6H5Na3O7

시)500g

22,000

178

실리카겔

Silicagel

O2Si

화)450g

7,700

179

실리카겔(블루)

Silicagel Medium Granular (Blue)

O2Si

시)500g

19,800

180

실리카겔(화이트)

Silicagel Medium Granular (White).

O2Si

시)500g

14,300

181

아라비아고무(분말)

Arabic Gum, powder(Acacia Gum)

시)500g

44,000

182

아라비아고무용액 1%

1% Arabic Gum, Solution

화)450ml

15,400

183

아로마향

Aroma Oil

화)100ml

66,000

184

아로마향

Aroma Oil

화)450ml

264,000

아밀라아제

A-Amylase

C6H5NH2

시)25g

60,500

아밀라아제용액 1%

1% a-Amylase, Solution

C6H5NH2

화)450ml

16,500

187

아세톤

Acetone

CH3COCH3

시)500ml

11,000

188

아세톤

Acetone

CH3COCH3

화)450ml

6,600

189

아세톤

Acetone

CH3COCH3

18L

99,000

190

아세트산

Acetic Acid

CH3COOH

시)500ml

9,900

191

아세트산

Acetic Acid

CH3COOH

화)450ml

5,500

192

아세트산 30%(투명하여 식초대용
으로사용)

30% Acetic Acid

초등6-1 식초대용

화)450ml

9,900

193

아세트산 0.1M, 0.5M, 1M, 45%

Acetic Acid

CH3COOH

화)450ml

9,900

194

아세트산 5%

Acetic Acid

CH3COOH

화)450ml

9,900

195

아세트산나트륨

Sodiun Aceate

CH3COONa

시)500g

11,000

196

아세트산나트륨

Sodiun Aceate

CH3COONa

화)1Kg

7,700

197

아세트산나트륨용액 5%, 0.1M,
0.5M

Sodiun Aceate Solution

CH3COONa

화)450ml

9,900

198

아세트산납용액 5%

Lead(Ⅱ) Acetate, Solution

(CH3CO0)2Pb

화)450ml

9,900

199

아세트산칼슘

Calcium Acetate

Ca(CH3COO)2

시)500g

19,800

CH3CHO

200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시)500ml

143,000

201

아세트올세인용액

Acetoorcein, Solution

화)100mL

19,800

202

아세트올세인용액

Acetoorcein, Solution

화)450ml

55,000

203

아세트카민용액

Acetocarmine Solution

화)100ml

15,400

204

아세트카민용액

Acetocarmine Solution

화)450ml

33,000

아연(금속)(아연입)

Zine Metal

Zn

시)500g

24,200

아연가루

Zine Powder

Zn

시)500g

19,800

207

아연리본

Zine Ribbon

Zn

시)50g

24,200

208

아연조각

Zine Plate

Zn

화)300g

15,400

209

아이오딘(요오드)

Iodine

I2

시)100g

48,400

210

아이오딘(요오드)

Iodine

I2

시)500g

220,0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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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아이오딘-아이오딘화칼륨용액

Iodine-Potassium Iodine Solution

I2-KI

화)450ml

16,500

212

아이오딘용액(요오드용액)

Iodine Solution

I2

화)450ml

9,900

213

아이오딘화칼륨용액 2%(요오드화
칼륨용액)

Potassium Iodide Solution

KI

화)450ml

16,500

214

아황산나트륨

Sodium Sulfite anhydrous

Na2SO3

시)500g

24,200

215

아황산수소나트륨

Sodium Bisulfite

NaHSO3

시)500g

24,200

216

아황산수소나트륨용액 0.04M

Sodium Bisulfite

NaHSO3

화)450ml

9,900

217

안식향산(벤조산)

Benzoic Acid

C6H5COOH

시)500g

17,600

218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C6H5CO2Na

시)500g

26,400

219

알긴산나트륨

Sodiun Alginate

시)500g

77,000

220

알긴산나트륨

Sodiun Alginate

화)450g

33,000

221

알긴산나트륨용액 2%

Sodiun Alginate Solution

화)450ml

14,300

222

알루미늄가루

Aluminum Powder

Al

시)500g

33,000

223

알루미늄리본

Aluminum Ribbon

Al

시)50g

22,000

224

알루미늄조각

Alouminum Plate

Al

화)300g

11,000

225

알리자린옐로우용액

Alizarin Yellow, Solution

화)450ml

26,400

226

알부민

Egg Albumin

시)500g

88,000

227

알부민용액 5%

Albumine, Solution

화)450ml

29,700

228

알지네이트

Alginate

500g

55,000

229

암모니아수 0.5M

0.5Mol Ammonium Water

화)450ml

9,900

230

액화수지(경화제포함)

Epoxy Resin, Hardener

분홍색

화)1L

26,400

231

액화수지, 경화제 세트

Epoxy Resin, Hardener

무색무취

화)50ml세트

13,200

232

양배추지시약

Cabbage Indicator

화)450ml

15,400

233

양배추지시약(분말형)

Cabbage Indicator Powder

1.5L제조분량

화)1.5L제조용
량

17,600

234

에오신Y

Eosin Y(Sodium
Tetrabromofluorescein)

C20H6Br4Na2O5

시)25g

22,000

NH4OH

235

에오신용액

Eosin Solution

C20H6Br4Na2O5

화)450ml

16,500

236

에탄올

Ethyl Alcohol

C2H5OH

시)500ml

13,200

237

에탄올

Ethyl Alcohol

C2H5OH

화)450ml

5,500

238

에탄올

Ethyl Alcohol

C2H5OH

18L

121,000

239

에탄올(무수)

Absolute Ethanol

C2H5OH

시)1L

29,700

240

에틸렌글리콜

Ethylene Glycol

HOCH2CH2OH

시)500ml

13,200

241

에틸렌글리콜용액 20%

Ethylene Glycol, Solution

HOCH2CH2OH

화)450ml

7,700

242

에틸에테르(디에틸에테르)

Ethyl Ether(Diethyl Ether)

C2H5OC2H5

시)500ml

17,600

243

염산 0.1M, 0.5M, 1M, 2M, 5M

Hydrocholic Acid

HCl

화)450ml

9,900

244

염산 1%, 2%, 5%

Hydrocholic Acid

HCl

화)450ml

9,900

245

염산퀴닌용액

Quinine Hydrochloride, Solution

C20H24N2O2·HCl

화)450ml

16,500

246

염소산칼륨용액 0.02M

0.02Mol Potassium Chlorate

KClO3

화)450ml

15,400

247

염소수

Chlorine Water

Cl2

시)500ml

55,000

248

염화나트륨

Sodium Cholride

NaCl

시)500g

7,700

249

염화나트륨

Sodium Cholride

NaCl

화)450g

5,500

250

염화나트륨용액 0.1%, 0.5%, 0.9%

Sodium Cholride

NaCl

화)450ml

9,900

251

염화나트륨용액(소금물) 1%, 2%,
5%, 10, 20%

Sodium Cholride

NaCl

화)450ml

9,900

252

염화나트륨포화용액

Sodium Chloride, Saturated Solution

NaCl

화)450ml

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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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염화납용액 1M

Lead(Ⅱ) Chloride

PbCl2

화)500g

44,000

254

염화니켈

Nickel Chloride hexahydrate

NiCl2·6H2O

시)500g

44,000

255

염화리튬

Lithium Chloride anhydrous

LiCl

시)500g

77,000

256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MgCl2·6H2O

시)500g

15,400

257

염화마그네슘용액 1%

1% Magnesium Chloride, Solution

MgCl2

화)450ml

9,900

258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

Methylene
Chloride(Dichloromethane)

CH2Cl2

시)500ml

11,000

259

염화바륨

Barium Chloride dihydrate

BaCl2·2H2O

시)500g

15,400

260

염화바륨용액 2%, 5%

Barium Chloride, Solution

BaCl2

화)450ml

9,900

261

염화세바코일

Sebacoyl Chloride

ClCO(CH2)8COCl

시)250g

286,000

262

염화스트론튬

Strontium Chloride hexahydrate

SrCI2·6H2O

시)500g

28,600

263

염화스트론튬용액 1%, 5%

Strontium Chloride, Solution

SrCl2

화)450ml

15,400

264

염화아디프산

Aidipoyl Chloride

ClCO(CH2)4COCl

시)100mL

352,000

265

염화알루미늄

Aluminium Chloride anhydrous

AlCl3

시)500g

26,400

266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NH4Cl

시)500g

12,100

267

염화은

Silver Chloride

AgCl

시)25g

220,000

268

염화제1철

Iron(Ⅱ) Chloride tetrahydrate

FeCl2·4H2O

시)500g

44,000

269

염화제2구리

Copper(Ⅱ) Chloride dihydrate

CuCl2·2H2O

시)500g

44,000

270

염화제2구리용액 1%

Copper(Ⅱ) Chloride, Solution

CuCl2

화)450ml

24,200

271

염화제2철

Iron(Ⅱ) Chloride tetrahydrate

Cl2Fe·4H2O

시)500g

44,000

272

염화제2철용액 1M, 1%, 5%

Iron(Ⅲ) Chloride, Solution

FeCl3

화)450ml

28,600

273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KCl

시)500g

13,200

274

염화칼륨용액 1%, 0.1M

Potassium Chloride, Solution

KCl

화)450ml

9,900

275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dihydrate

CaCl2·2H2O

시)500g

15,400

276

염화칼슘(식품첨가물용)

Calcium Chloride dihydrate

CaCl2·2H2O

화)450g

5,500

277

염화칼슘용액 1%, 2%, 5%, 10%

Calcium Chloride, Solution

CaCl2

화)450ml

9,900

278

염화코발트

Cobalt Chloride hexahydrate

CoCl2·6H2O

시)500g

132,000

279

염화코발트

Cobalt Chloride hexahydrate

CoCl2·6H2O

화)450g

99,000

280

염화코발트용액 3%

3% Cobalt Chloride Solution

CoCl2

화)450ml

14,300

281

오렌지향

Orange Flavor

화)100ml

15,400

오렌지향

Orange Flavor

화)450ml

55,000

옥살산

Oxalic Acid dihydrate

(COOH)2·2H2O

시)500g

14,300

284

옥살산나트륨

Disodium Oxalate(Sodium Oxalate)

C2Na2O4

시)500g

19,800

285

옥살산칼륨

Potassium Oxalate monohydrate

C2K2O4·H2O

시)500g

24,200

286

올레인산

Oleic Acid

C18H34O2

시)500g

19,800

올리브유

Olive Oil

시)500g

24,200

요소

Urea

CH4N2O

시)500g

11,000

289

요소

Urea

CH4N2O

화)450g

7,700

290

요오드(아이오딘)

Iodine

I2

시)100g

44,000

291

요오드(아이오딘)

Iodine

I2

시)500g

220,000

292

요오드산칼륨

Potassium Iodate

KIO3

시)500g

220,000

293

요오드산칼륨용액 0.04Mol

Potassium Iodate, Solution

KIO3

화)450ml

16,500

294

"요오드-요오드화칼륨용액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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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KI

화)450ml

9,900

I2

화)450ml

9,900

화)450ml

13,200

295

요오드용액(아이오딘용액)

Iodine Solution

296

요오드팅크

Iodine Tincture

297

요오드화나트륨

Sodium Iodide

NaI

시)500g

220,000

298

요오드화나트륨용액 5%

5% Sodium Iodide

NaI

화)450ml

28,600

299

요오드화칼륨

Potassium Iodide

KI

시)100g

44,000

300

요오드화칼륨

Potassium Iodide

KI

시)500g

220,000

301

요오드화칼륨용액 1%

1% Potassium Iodide Solution

KI

화)450ml

16,500

302

요오드화칼륨용액 5%, 10%, 0.1M

Potassium Iodide Solution

KI

화)450ml

24,200

303

은리본

Silver Ribbon

Ag

시)50g

286,000

304

이산화망간(이산화망가니즈)

Manganese Dioxide

MnO2

시)500g

14,300

305

이산화망간(이산화망가니즈)

Manganese Dioxide

MnO2

화)450g

5,500

306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2-Propanol)

(CH3)2CHOH

시)500ml

14,300

307

인디고카민

Indigo Carmine

C16H8N2Na2O8S2

시)25g

33,000

308

인디고카민용액

Indigo Carmine Solution

C16H8N2Na2O8S2

화)450ml

13,200

309

인산

Phosphoric Acid

H3PO4

시)500ml

13,200

310

인산 3Mol

3Mol Phosphoric Acid

H3PO4

화)450ml

9,900

311

잘게부순숯

Broken Charcoal

초등6-1 정수기용

화)450g

9,900

312

잘게부순숯

Broken Charcoal

초등6-1 정수기용

화)1Kg

14,300

313

적인

Phosphorus Red

P

시)500g

77,000

314

적혈염(페리시안화칼륨)

Potassium Ferricyanide

K3Fe(CN)6

시)500g

33,000

315

전개액

Developer

화)450ml

44,000

316

젤라틴(과립)

Gelatin, Granule

시)500g

33,000

317

젤라틴(식품첨가물용)

Gelatin, Granule

화)450g

22,000

식용

318

젤라틴(판)

Gelatin

낱장

6,600

319

젤라틴용액 1%

1% Gelatin, Solution

화)450ml

15,400

320

주석리본

Tin Ribbon

Sn

시)50g

36,300

321

주석산

DL-Tartaric Acid

C4H6O6

시)500g

29,700

322

증류수

Distilled Water

H2O

화)1L

3,300

323

증류수

Distilled Water

H2O

18L

19,800

324

지방용액(식용유벤젠용액)

Plant Fat Benzene Solution

Oil:Benzene = 1:1

화)450ml

19,800

325

질산나트륨용액 1%, 5%

Sodium Nitrate, Solution

NaNO3

화)450ml

9,900

326

질산납용액 1%

1% Lead Nitrate Solution

Pb(NO3)2

화)450ml

13,200

327

질산납용액 2%, 10%

Lead Nitrate Solution

Pb(NO3)2

화)450ml

15,400

328

질산니켈

Nickel(Ⅱ) Nitrate hexahydrate

NI(NO3)2·6H2O

시)500g

55,000

329

질산리튬

Lithium Nitrate

LiNO3

시)500g

176,000

330

질산마그네슘

Magnesium Nitrate hexahydrate

Mg(NO3)2·6H2O

시)500g

33,000

331

질산마그네슘용액 1%

Magnesium Nitrate, Solution

Mg(NO3)2

화)450ml

9,900

332

질산망간

Manganese(Ⅱ) Nitrate hexahydrate

Mn(NO3)2·6H2O

시)500g

99,000

333

질산바륨

Barium Nitrate

Ba(NO3)2

시)500g

26,400

334

질산바륨용액 5%

Barium Nitrate, Solution

Ba(NO3)2

화)450ml

9,900

335

질산스트론튬

Strontium Nitrate

Sr(NO3)2

시)500g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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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질산스트론튬용액 1%, 5%

Strontium Nitrate, Solution

Sr(NO3)2

화)450ml

13,200

337

질산알루미늄

Aluminium Nitrate nonahydrate

Al(NO3)3·9H2O

시)500g

22,000

338

질산은용액 0.1Mol

0.1Mol Silver Nitrate, Solution

AgNO3

시)500ml

66,000

339

질산은용액 0.1Mol

0.1Mol Silver Nitrate, Solution

AgNO3

화)450ml

49,500

340

질산은용액 0.02M

0.02Mol Silver Nitrate, Solution

AgNO3

화)450ml

55,000

341

질산은용액 1%, 2%

Silver Nitrate, Solution

AgNO3

화)450ml

99,000

342

질산제2구리(질산구리)

Copper(Ⅱ) Nitrate trihydrate

Cu(NO3)2·3H2O

시)500g

33,000

343

질산제2구리용액 1%

Copper(Ⅱ) Nitrate, Solution

Cu(NO3)2

화)450ml

9,900

344

질산제2철(질산철)

Iron(Ⅲ) Nitrate nonahydrate

Fe(NO3)3·9H2O

시)500g

26,400

345

질산제2철용액 0.2M

0.2Mol Iron(Ⅲ) Nitrate, Solution

FE(NO3)3

화)450ml

15,400

346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KNO3

시)500g

16,500

347

질산칼륨용액 0.5%, 1%, 2%

Potassium Nitrate, Solution

KNO3

화)450ml

9,900

348

질산칼륨용액 20%

20% Potassium Nitrate, Solution

KNO3

화)450ml

12,100

349

질산칼슘

Calcium Nitrate, tetrahydrate

Ca(NO3)2·4H2O

시)500g

14,300

350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NaClO

시)1Kg

17,600

351

차아염소산칼슘(표백분)(클로로칼
키)

Calcium Hypochlorite

Ca(ClO)2

시)500g

14,300

352

철가루

Iron Powder

Fe

시)500g

11,000

353

철가루(자석반응뿌리개용)

Iron Powder

Fe

화)450g

6,600

354

철솜가루

Steel Wool, Powder

초등6-1 자기장실험용

화)50g

13,200

355

철리본

Iron Ribbon

Fe

시)50g

19,800

356

철조각

Iron Plate

Fe

화)300g

8,800

357

촉광가루

Glow Powder

화)100g

22,000

358

촉광가루

Glow Powder

화)450g

77,000

359

크놉액

Knop's Solution

완전배양, 결핍용액 선택

화)450ml

22,000

360

크리스탈바이올렛용액

Crystal Violet Solution

C25H30N3Cl

화)450ml

16,500

361

타르타르산나트륨칼륨(롯셀염)

Potassium Sodium Tartrate

C4H4KNaO6

시)500g

22,000

362

탄닌산

Tannic Acid

C76H52O46

시)500g

66,000

363

탄산나트륨(무수)

Sodium Carbonate anhydrous

Na2CO3

시)500g

13,200

364

탄산나트륨용액 0.5%, 2%, 10%

Sodium Carbonate, Solution

Na2CO3

화)450ml

9,900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C4H2Mg5O14

시)500g

22,000

탄산바륨

Barium Carbonate

BaCO3

시)500g

15,400

367

탄산수소나트륨(중조)

Sodium Bicarbonate

NaHCO3

시)500g

11,000

368

탄산수소나트륨(중조)

Sodium Bicarbonate

NaHCO3

화)450g

4,400

369

탄산수소나트륨용액 0.1%, 1%,
1.5%, 0.1M

Sodium Bicarbonate Solution

NaHCO3

화)450ml

9,900

370

탄산수소칼륨(중탄산칼륨)

Potassium Bicarbonate

KHCO3

시)500g

24,200

371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Anhydrous

K2CO3

시)500g

14,300

탄산칼륨용액 5%

5% Potassium Carbonate

K2CO3

화)450ml

6,600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CaCO3

시)500g

15,400

374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CaCO3

화)450g

4,400

375

탄화칼슘(칼슘카바이드)

calcium carbide

CaC2

시)500g

59,400

376

탄화칼슘(칼슘카바이드)

calcium carbide

CaC2

화)450g

13,200

377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amine

N(CH2CH2OH)3

시)500ml

19,800

378

트윈-80(계면활성제)

Tween #80

시)500ml

24,200

▒ 본 제품은 품질향상과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약

372
373

기타

365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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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품명

영문표기

화학식

규격

가격(원)

379

티몰블루

Thymol Blue

C27H30O5S

시)25g

39,600

380

티몰블루용액

Thymol Blue, Solution

C27H30O5S

화)450ml

15,400

381

티몰프탈레인

Thymol Phthalein

C28H30O4

시)25g

55,000

382

티몰프탈레인용액

Thymol Phthalein, Solution

C28H30O4

화)450ml

15,400

383

티오시안산칼륨(로단칼륨)

Putussium Thiocyanate

KSCN

시)500g

28,600

384

티오황산나트륨(하이포)

Sodium Thiosulfate pentahydrate

Na2S2O3·5H2O

시)500g

11,000

385

티오황산나트륨(하이포)

Sodium Thiosulfate pentahydrate

Na2S2O3·5H2O

화)1Kg

11,000

386

티오황산나트륨용액 0.2M

0.2Mol Sodium Thiosulfate, Solution

Na2S2O3

화)450ml

9,900

387

파라디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C6H4C12

시)500g

19,800

388

파라핀(덩어리)

Paraffin

시)500g

17,600

389

파라핀(덩어리)

Paraffin

화)1.2Kg

17,600

390

파라핀(알갱이)

Paraffin

시)1Kg

28,600

391

파라핀오일(유동파라핀)

Paraffin Oil

시)500g

14,300

392

파라핀오일(유동파라핀)

Paraffin Oil

화)450g

9,900

393

팔미트산

Palmitic Acid

시)500g

26,400

394

팜유

Palm Oil

화)450ml

15,400

395

페놀레드

Phenol Red

C19H14O5S

시)25g

49,500

396

페놀레드용액

Phenol Red, Solution

C19H14O5S

화)450ml

15,400

397

페놀프탈레인

PhenolPhthalein

C20H14O4

시)25g

11,000

398

페놀프탈레인용액

Phenolphthalein solution

C20H14O4

화)450ml

15,400

399

펩신

Pepsin

시)25g

330,000

400

펩신용액 1%

1% Pepsin, Solution

화)450ml

88,000

401

펩톤

Peptone

시)500g

99,000

402

펩톤용액 5%(단백질용액)

Peptone Solution 5%(Protein
Solution)

영양소검출실험용

화)450ml/5%

28,600

403

포도당

Dextrose anhydrous(Glucose)

C6H12O6

시)500g

11,000

404

포도당

Dextrose anhydrous(Glucose)

C6H12O6

화)450g

7,700

405

포도당용액 0.1M, 0.3M, 0.5M, 은
거울용

Dextrose, Solution

C6H12O6

화)450ml

9,900

406

포도당용액 1%

1% Dextrose, Solution

C6H12O6

화)450ml

9,900

407

포도당용액 5%,10%

Dextrose, Solution

C6H12O6

화)450ml

12,100

408

표백분

Calcium Hypochlorite

Ca(ClO)2

시)500g

13,200

409

피로갈롤

Pyrogallol

시)100g

121,000

410

한천분말(우무가루)

Agar Powder

시)500g

99,000

411

한천분말(우무가루)

Agar Powder

화)450ml

48,400

412

헤모글로빈용액 0.1%

Hemoglobin, Solution 0.1%

화)450ml

48,400

413

헥사메틸렌디아민

1,6-Hexanediamine(Hexamethylene
diamine)

H2N(CH2)6NH2

시)500ml

99,000

414

활성탄소(과립)

Activated Carbon, granule

C

시)500g

19,800

415

활성탄소(과립)

Activated Carbon, granule

초등6-1 정수기용

화)450g

9,900

416

활성탄소(과립)

Activated Carbon, granule

초등6-1 정수기용

화)1Kg

14,300

417

활성탄소(분말)

Activated Carbon, powder

C

시)500g

19,800

418

활성탄소(분말)

Activated Carbon, powder

C

화)450g

9,900

419

활성탄소(분말)

Activated Carbon, powder

C

화)1Kg

14,300

420

황가루(유황분말)

Sulfur Powder

S

시)500g

13,200

CH3(CH2)14COOH

